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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conda3 설치 방법 (윈도우즈10 환경 기준):Anaconda | Individual Edition "URL 클릭 https://www.anaconda.com/products/individual"  --> 접속 후 "download" 문구 클릭"64-Bit Graphical Installer (457 MB)" 문구를 확인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내 PC에 저장된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시킨다. Anaconda3 설치를 할 때 아래 두가지 항목에 주의 한다.  [두가지 선택 버튼들을 아래와 같이 한다.]all user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한다. 경로(path)가 잡히도록 설치한다.�Anaconda3 설치 직후:시작  -->  Anaconda Prompt (Anaconda3) 클릭한다. -->  생성된 검은색 창 Anaconda Prompt (Anaconda3)에서 몇 가지 종류의 명령어들을 넣어 준다.이 명령어들은 이름을 가지는 가상환경 생성 그리고 그 가상환경에 꼭 필요한 패키지 설치와 관련된 것들이다. 자신이 원하는 가상환경, "testAI"라는 이름으로 가정한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는 가상환경 생성 명령어] [여기에서는 특별히 AI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한다.]입력해야하는 명령어들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이미 생성되어 있는 기본(base) 가상환경에서 출발 하여 새로운 가상환경을 만든다.conda create -n testAIconda activate testAIconda install tensorflowpip install keraspip install xgboostpip install lightgbmpip install catboostpip install bayesian-optimizationpip install mlenspip install deslibpip install graphvizpip install pydot이미 설치된 패키지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정보를 출력하고 설치작업을 자동으로 건너뛴다.아래의 세 줄의 명령어들은 주피터 노트북과 관련된 명령어들이다. [위의 명령어들에 연속해서 실행하는 것들이다.] [설치작업의 연속이다.]pip install  ipykernelpython   -m    ipykernel    install     --user     --name=testAIjupyter notebook  --generate-config[여기에서 가상환경 구성 작업이 종료된다.]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Anaconda Prompt (Anaconda3) 창에서 나올 수 있다.exitAnaconda Prompt (Anaconda3) 창에서 나오기 전에 설치된 패키지를 볼 수 있는 명령어:conda env list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환경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exit를 이용하여 Anaconda Prompt (Anaconda3)에서 나올 수 있다.�새롭게 들어가고자 할 때, 즉, 이번에는 설치가 아니고 jupyter notebook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시작  -->  Anaconda Prompt (Anaconda3) 클릭한다.-->  conda activate  testAI -->  jupyter notebook검은색 창과 브라우저가 동시에 생성된다.웹브라우저 창은 창닫기로 종료한다.검은색 창에서 jupyter notebook 실행을 중지하는 방법: "control + C"를 입력하는 것이다.�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을 실행하는 방법:시작 -->  jupyter notebook (anaconda3)  클릭 검은색 창과 웹브라우저가 동시에 생성된다.�jupyter notebook 실행 후, 아래의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import kerasprint(keras.__version__)2.4.3import sklearnprint(sklearn.__version__)0.23.2import tensorflow as tfprint(tf.__version__)2.3.0�---------------------------------------------------------------------------------------------------------------------�위에서 설치한 graphviz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후, 설치된 경로를 알아내어야 한다. graphviz는 인공신경망 구성을 나타내는 그림 그리기, decision tree를 표시하는 그림 그리기에 사용된다.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 경로를 환경변수 설정에 추가해주어야 한다.1. conda install graphviz2. conda install python-graphvizgraphviz 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경로를 복사한다.환경변수의 PATH에 추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스템 어디에서나 dot.exe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환경변수 PATH에 추가한다.C:Program Files (x86)Graphviz2.38bin�환경변수 설정:내 PC -->  마우스 우 클릭 --> 속성 --> 고급 시스템 설정 --> 환경 변수 -->�환경 변수를 누릅니다. 시스템 변수 섹션에서 PATH 환경 변수를 찾아 선택합니다. 편집을 누릅니다. PATH 환경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jupyter notebook 작업관련 디폴트 작업위치 : 유저 디렉토리 이다.이곳이 기준점이 된다. 예를 들면 C:/Users/ihlee이 디렉토리에"testAI"라는 폴더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새롭게 생성된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만들어진 jupyter notebook에서, 우측 상단  -->  new  -->  testAI아래의 두 줄을 박스안에 타이핑하고, 위에 보이는 실행버튼을 누른다. [Run 버튼을 클릭해 준다.]좌우로 길게 늘어진, 긴 직사각형 창(셀)에 아래 두 줄을 타이핑해서 넣어준다. [code 양식이다. markdown양식이 아니다. ][Markdown 타입은 Markdown으로 셀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코드로 실행되지는 않으며,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수식은 MathJax에 의해 지원된다.] 아래와 같이 수식이 레이텍 수준에서 적히기 때문에 계산결과를 수식과 함께 정리를 할 수 있다. jupyter notebook이 진정한 공책이 되는 것이다.a⃗ ,b⃗ ,c⃗ a→,b→,c→Hψi=ϵiψiHψi=ϵiψi따라서, 완성된 jupyter notebook 파일은 매우 다양한 양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File --> Download 에서 다양한 저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슬라이드, html, pdf, latex 형식으로 곧바로 변환할 수 있다.]�jupyter notebook을 잘 활용하면, 무료 CPU/GPU/TPU를 제공하는 구글 코랩에서도 별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다.#  jupyter notebook 사용법 [간략한 정리]�* Shift + Enter 키를 누르면 셀이 실행되고 커서가 다음셀로 이동합니다.�* Enter 키를 누르면 다시 편집상태로 돌아옵니다.  [편집 모드]�* ESC 키를 누르고  [명령어 모드]�* a 키를 누르면 위에 셀이 추가됩니다.�* b 키를 누르면 아래에 셀이 추가 됩니다.�* dd 키를 누르면 셀이 삭제됩니다.�* m 키를 누르면 문서 셀로 변경됩니다.�* y 키를 누르면 코드 셀로 변경됩니다.�h 단축기 설명�스톱 버튼으로 실행 중지.�kernel --> clear output [출력 결과 제거함]�---------------------------------------------------------------------------------------------------------------------�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디폴트는 유저 디렉토리이다. 이곳에 .jupyter 폴더가 있다.이 디폴트 폴더를 바꾸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한다.�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아래 명령어 실행한다. [jupyter notebook 명령어를 실행하는 곳과 같은 곳에서 아래의 명령어를 수행한다.]�jupyter notebook --generate-config�유저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jupyter  폴더로 이동한다. 아래 작업을 완성한다. .jupyter/  폴더 및에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 (jupyter_notebook_config.py) 편집한다. 파일 속에서 아래와 같이 제일 앞쪽에 코멘트를 삭제한다.  [콘트롤 F를 이용하여 notebook_dir 를 검색한다.]검색한 다음. 그리고 아래와 같이 바꾸고 저장하고 나온다.�c.NotebookApp.notebook_dir="C:/testAI"�마지막으로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우클릭으로 속성을 변경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시작 -- > 주피터노트북 (폴더모양에서 선택, 프로그램 실행이 아니다. 프로그램 파일 위치로 이동하려고 한다.) --> 우클릭 --> 자세히 --> 파일위치 열기 실행 --> 주피터 노트북 찾기 (아이콘으로 확인 가능하다)  --> 속성 (우클릭) --> 대상(target) 편집하기를 시도한다.  C:/testAI 를 추가해준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끝나게 만들어 준다. C:/testAI "%USERPROFILE%/"�---------------------------------------------------------------------------------------------------------------------�개발환경은 jupyter notebook 이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jupyter notebook 대신에 spyder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spyder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사용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jupyter notebook 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이것을 아주 손쉽게 스크립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File --> Download --> Python (*.py) 로 내려받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py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된다.이것을 복사하면 쉽게 spyder 에서 사용할 수 있다.�파이썬 기초 강좌 #6 Jupyter Notebook - YouTube�---------------------------------------------------------------------------------------------------------------------�GPU 계산을 원하는 경우:1. Anaconda 설치�    - Python 3.7 version�    - Anaconda Prompt 실행�    - VirtualEnv 설치: pip install virtualenv�    - VirtualEnv 생성: conda create -n venv pip python=3.7�       -- VirtualEnv 진입: conda activate venv�       -- VirtualEnv 해제: conda deactivate� �2. CUDA 및 CuDNN 설치�     - 현재 기준 (2019.07.14) Tensorflow (>= ver 1.13)은 CUDA 10 만 지원�        -- (https://developer.nvidia.com/cuda-toolkit-archive)�     - CUDA 10 기준 CuDNN 설치�        -- (https://developer.nvidia.com/cudnn)�     - 설치 후 PATH 설정 (윈도우 커맨드 창에 입력)�        1) SET PATH=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0\bin;%PATH%�        2) SET PATH=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0\extras\CUPTI\libx64;%PATH%�        3) SET PATH=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0\include;%PATH%        4) SET PATH=C:\tools\cuda\bin;%PATH% �        * 위 4) 의 경우 CuDNN 압축 푼 폴더를 해당 디렉토리에 복사 후 PATH 등록� �3. Tensorflow-gpu 설치�     - VirtualEnv 진입 상태에서,�     - pip install tensorflow-gpu� �4. Keras 설치�     - VirtualEnv 진입 상태에서,�     - pip install keras�---------------------------------------------------------------------------------------------------------------------�패스워드 저장 방법:[FAQ] Jupyter Notebook 실행시 토큰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 FinanceData�시작 --> Anaconda3 Prompt 실행  -->아래와 같이 ipython 실행하고, 패스워드 해시(hash) 생성한다.��ipython��In [1]: from IPython.lib import passwd�In [2]: passwd()�Enter password:  타이핑�Verify password: 다시 타이핑�Out[2]: 'sha1:f0bf7a023f60:25920410f68d70c03175e3fec4619c497b84193f'�In [3]: ^D #(^D를 입력하여 종료)�Do you really want to exit ([y]/n)? y��유저 디릭토리를 찾아 간다.  . jupyter_notebook_config.py 파일을  수정할 것이다.�~/.jupyter/jupyter_notebook_config.py 파일에 아래 내용 반영하여 수정 및 추가한다.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은 형식이 되어야만 한다.아래의 줄들에서 대해서는 첫 번째 문자가 #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 코멘트 제거해야 한다.  위에서 얻어낸 해시를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c = get_config()�c.NotebookApp.ip = '0.0.0.0'�c.NotebookApp.open_browser = False�c.NotebookApp.port = 8080�c.NotebookApp.password = 'sha1:f0bf7a023f60:25920410f68d70c03175e3fec4619c497b84193'�이들 문구는 왼쪽으로 완전히 붙여서 적어야 한다. 문구 왼쪽에 빈공간이 있으면 안된다.�---------------------------------------------------------------------------------------------------------------------�---------------------------------------------------------------------------------------------------------------------����---------------------------------------------------------------------------------------------------------------------��--------------------------------------------------------------------------------------------------------------------------------------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대학원생, 포스닥, 교수, 청중 20명--------------------------------------------------------------------------------------------------------------------------------------한국물리학회 통계물리학 분과 겨울학교 (2020)한국어로 발표, 3:7= 교수: 대학원생/포스닥, 총 100명 정도 참석 예상, 프로젝트 수행 : 대학원생들만, 통계물리전공 대학원생 1h (overview)+3hs (Scikit-learn, Keras)+1h (projects), 5hrs 강의The 17th KIAS-APCTP Winter School on Statistical PhysicsJanuary 13 (Mon), 2020 ~ January 17 (Fri), 2020---------------------------------------------------------------------------------------------------------------------------------------굿 인텔리전스 사원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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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3)
…….
전 연구원의 AI 학습이 될 때까지 계속…. 
앞으로 연구원이 AI연관된 측정기술/예측기술의 선도가 되길 희망…
…….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overall research goal of AI is to create technology that allows 
computers and machines to function in an intelligent manner.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인공지능 기술로 어디까지 넘볼 수 있나?* 이인호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가 가장 먼저 손꼽고 싶은 것은 알파고(AlphaGo, 2016)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가시적인 과학적 성과이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학습은 인류가 개발한 귀납 추론(歸納推論, induction)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2012년 이후에 알려진 딥러닝(deep learning)을 고려한다면 그렇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공지능 분야는 두 번의 빙하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이전, 그동안 잔인할 정도로 긴 숙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시기를 두 번의 암흑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2012년 앞뒤로 몇 년 사이에 몇 가지 간단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잘 알려진 인공신경망이 훨씬 더 뛰어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016년 당시 알파고의 출현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한국에서 대대적인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포괄적인 것으로 일반인을 향하기에 적합해 보였다. 주변의 여전히 완고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회의적이였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연역적 추론(演繹的推論, deductive reasoning)에 의존한 프레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인공지능 아니라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그것은 귀찮은 것 하나 추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다. 딥러닝은 매우 포괄적인 접근법처럼 보였다. 매우 많은 분야에서 즉각적인 응용들은 불을 보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특정 분야 전문가들에게 있어,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 당장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앞을 가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게 말이야, 바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지 않아? 이러한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여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적대적인 언급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당시 인공지능의 성과는 여전히 ‘증거 불충분’의 상황이였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1년 후, 2017년 알파고 제로(AlphaGo Zero)가 나타난 것이다. 사실, 필자는 알파고 제로에게서 더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알파고 제로 출현의 의미는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들 모두에게 크게 간과된 측면이 있다. 알파고 제로는 알려진 데이터를 반드시 학습해야만 한다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불문율같은 것을 머리 속에서 폐기해야만 하게 했다. 편견의 말소는 혁신으로부터 나온다. 혁신할 수 있어야 편견이 파괴된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더 이상 현존하는 데이터에만 국한되어 성립될 수 있는 단순한 초귀납적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알파고 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바둑의 규칙만을 입력하고도 최종적으로‘바둑의 신’이 탄생할 수 있음을 목격했다. 바둑 학습에 기보(棋譜)가 왜 필요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을 이론적으로 사실상 정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소위 제대로 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기사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 2017년 당시, 알파고 제로 개발팀은 소위 제일원리(first-principles)로 바둑의 정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보를 보고 학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름에 제로가 붙어 있는 것이고 제일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정해진 의견이 없는 상태(tabula rasa)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논문에서 강조한 바 있다. 충분히 스스로 학습하여 원리를 깨우친다는 뜻이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었다. 그것들은 학습의 속도와 학습의 수준을 각각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기보를 보고 학습하는 것보다 더 빠를뿐만아니라 학습의 수준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정석(定石)을 알파고 제로는 찾아낸 것이다. 이것이 알파고 제로가 새로운 차원의 바둑실력을 보일 수 있는 이유이다. 인간 지식의 한계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 기술이다. 사람들이 둔 기보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다고? 펠레, 크라이프, 마라도나,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호날두, 그리고 메시를 보지도 않고 이들 보다 더 뛰어난 축구선수가 가능하다고? 필자는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見) 또는 위편삼절(韋編三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믿고 있다. 물론,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알려진 정석을 얻어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정한 문제풀이에서 소위 응용력 없이는 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없다. 엉켜버린 실타래를 침착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고도의 집중력과 숙성된 통찰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욱 그렇다. 교수님들은 말한다. 조금만 문제를 바꾸어 내면, 학생들이 아예 못 푼다. 또한, 잘 알려진 것처럼 수준 높은 학습의 부재는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소위 창의력 부재로 이어진다. 때때로 우리는 창의력 부재라는 말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또 진행되고 있었다. 2017년 알파고 제로가 나온 직후, 딥마인드(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는 진짜로 풀고 싶은 문제는 단백질 접힘(protein folding) 그리고 물질설계(materials design)라고 했다. 그때, 필자는 생각했다. 그렇지! 저 정도 문제를 풀어주어야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사실 바둑에 문외한이라서 그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고, 딥마인드는 2018년 알파폴드(Alaphafold)라는 알고리듬을 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단백질 구조예측 분야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정확히 2년 후, 2020년, 딥마인드는 알파폴드 2(Alphafold 2)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는 데 마침내 성공했다.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분류되는 단백질 구조예측 문제를 사실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풀어낸 것이다. 구글이 이룩한 성과는 약 50년의 시도 끝에, 마침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부터 접혀진 3차원 단백질 구조예측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대학교 그리고 연구소에서 이루어 내지 못한 괄목할만한 과학적 성과이다. 이 놀라운 성과는 생명현상의 근원적 이해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고유의 3차원 구조를 가질 때 비로소 ‘프로그램’되어 있는 생명현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성과는 질병 극복과 신약개발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 아무튼, 알파고, 알파고 제로, 알파폴드, 그리고 알파폴드 2로 이어지는 구글의 과학적 성과는 진실로 놀랍다. 대학교와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계가 아닌 기업이 이루어 낸 학술적 성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루어 내지 못한 것들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사실,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만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인공지능의 존재이유(存在理由)는 충분하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절대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쉬지 않고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의 목적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더욱더 창의적인 일에 필요한 강력한 기초가 될 수 있고, 특정 분야에 필요한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5000년 그리고 50년 동안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것들을 각각 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0년,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나와는 상관없다. 둘째, 사용해보았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셋째, 이것을 잘 사용하면 꿰 유용할 것 같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지금, 또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어디까지 넘볼 수 있나? 그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셋째 부류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답을 할 것이다.*Materials square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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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2/3)
Advanced research projects
Constructive/concrete proposals

https://github.com/usnistgov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github.com인공지능(AI) 기술은 인간의 사회지능, 인지지능, 계산지능을 모사한다.연구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하다.AI를 인지,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을 의미하기도 한다.지각, 학습, 추론 등의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할 수 있다.AI 기술 및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한 글로벌 경쟁뿐만 아니라 특정 도메인의 산업 및 서비스별 표준화 시도와 주도권 경쟁 역시 치열하다.한국은 AI 기술 정책 로드맵에 따라 R&D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실질적 이슈: AI의 실증적 구현, 특정 도메인의 맞춤형 AI 구현, 실질적 가치 구현, 자동화 및 자율 구현AI 기술의 격차는 날로 심화 됨.AI 기술확보를 위해서, 공유 연대가 필요함.사람이 구별할 수 없은 데이터 분별, 분석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 추출, 데이터 처리 가속화, 양질의 데이터 공급 ]협력형 오픈소스 물결미국, 중국, 유럽에서 활발한 연구진행AI 회사 + 제약회사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함.AI 분야는 처리 능력과 연산 효율성을 크게 개선함과 동시에 객체 식별, 언어 및 딥러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약적인 과학적 발전을 경험IBM(IBM Research)이 바라본 2020년 AI 분야의 5대 전망이다.◆AI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AI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지는 않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AI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낼 것이다◆AI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 때문에 친환경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AI를 통해 신소재를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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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3/3)
Advanced digital curation
Advanced data visualization
Data dissemination

Grammarly is an American-based technology company that offers a digital writing assistance tool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https://archive.ics.uci.edu/ml/datasets/HIGGS
https://risk-engineering.org/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최대한 컴퓨터 언어 파이썬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큐레이션, 그림 그리기, 통계분석, 요인분석, 딥러닝 모두 파이썬 컴퓨터 언어로 수행하려고 한다.이 모든 것들이 단일 컴퓨터 언어 파이썬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보인다. 윈도우, 맥킨토시, 리눅스에서 모두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강의에서는 윈도우10을 가정하고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다양한 실습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많은 경우, 유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연구 분야마다 아주 잘 적용된 그림을 그리는 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 최근 파이썬 컴퓨터 언어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가 유행이다. 무료 컴퓨터 언어, 무료 그림 그리기까지 확장되었다. 매우 많은 템플릿들 공개되어 있다. Publication quality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Matplotlib라는 강력한 패키지를 이용하면 아주 훌륭한 그림들을 만들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그림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처음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파이썬을 강력 추천한다. 파이썬 언어의 특징: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단 하나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 않는다. 컴퓨터에서 필요하는 작업을 어떻게 python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검색하면 유사 답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확히 필요로 하는 파이썬 언어 구현의 예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조금만 사용자가 수정하면 자신의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 파이썬 언어의 습득은 중요하다.심지어 컴퓨터 에러메시지도 검색창에 복사해 넣어주면 그 원인을 잘 설명해주는 웹페이지를 찾을 수 있다.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은 웹 검색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은 매우 효율적인 작업이다.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기본 문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로 응용 확장을 할 수 없다. 기초적인 파이썬 언어 학습는 필수적이다. 매우 많은 유투브에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영어 번역, 영문작성 등의 서비스도 활발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로 papago, Grammarly, scribens 등을 들 수 있다. 매우 유용하다.매우 많은 실험 데이터들이 웹에 공개되기 시작하였다.최근 github, gitlab, bitbucket등의 활발한 지원으로 매우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들이 공개되어 있다.Github는 소스코드의 위키피디라로 볼 수 있다.Git 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유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무료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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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pproach, and anaconda3
• Python {beginner, intermediate, expert}
• Matlab, Java, R, C++, C, FORTRAN, MPI,…
• Scikit-learn
• Keras
• Tensorflow
• Pytorch
• Git

a positivist approach: Python + scikit-learn + keras + tensorflow

Anaconda3
http://incredible.egloos.com/7482936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싸이킷런, 케라스,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실증적 접근법을 따를 것이다. 인공지능 연구분야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 응용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최근 딥러닝이 각광을 받은 것은 결국, “새로운 형식의 계산”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컴퓨터 알고리듬을 활용한 계산은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이였다. 인공지능은 이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계산이다. 기존의 컴퓨터 계산으로 얻어내지 못한 새로운 문제풀이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본다.연역적 사고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풀이에 집중한다.다시 말해서, 응용문제 풀이에 필요한 계산 중심의 강의를 하고자 한다. 이공계 수치계산 : numpy데이터 통계처리, 모델작성 : scikit-learn, pandas 모델작성, 시각화 도구 : matplotlib, seaborn과학기술용 계산 : scipy아주 유용한 무료 배포판으로 잘 알려진 “Anaconda3”를 활용하여 많은 패키지를 동시에 설치한다. 파이썬, R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료 소프트웨어이다. 이중에서 파이썬을 이용할 것이다. 본 강의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참고 URL:https://www.youtube.com/watch?v=nOisBCHR1Vs

http://incredible.egloos.com/74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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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비트겐슈타인: 말은 실재 세계에 대한 반영이자 실재 세계에 관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언어는 존재가 머무는 곳이며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고 복속시킨다. 인간이 언어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부리는 것이다.비트겐슈탸인언어는 만물의 척도다.생각도 일종의 언어이다.말에는 음악이 깃들어 있다.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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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conda3

exe

file

python anaconda3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naconda3는 수학, 과학 분야의 패키지인 Numpy, Scipy, Ipython, Matplotlib등 거의 모든 패키지를 포함한 파이썬입니다.정식 파이썬을 설치한 후 일일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해도 되지만, dependency 문제나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양식으로 필요한 패키지를 모아 둘 필요가 있다.Pip install Numpy        # 수학 계산용 함수 패키지 Pip install scipi            # 과학 계산용 함수 패키지 Pip install sympi          # 심볼릭 연산 함수 패키지 Pip install statsModels  # 회귀분석 모듈 Pip install matplotlib    # 기본 그래프 라이브러리 Pip install seaborn       # 고급 시각화 라이브러리 Pip install Pandas        #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Pip install scikit-learn   # 파이썬 기계학습 라이브러리Google Colaboratory는 Jupyter noteboo의 구글 드라이브 버전Colaborator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Colaboratory (google.)Get started with Google Colaboratory (Coding TensorFlow) – YouTubeGoogle Colab, free GPU and TPU for Deep Learning제한된 시간안에서 컴퓨터 자원을 구글 이메일을 가진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충분한 연습이 가능하다.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 튜닝을 할 수 있다. 사용료를 지불하기 전에 연습을 할 수 있다.이 때, jupyter notebook 과 유사한 사용자 환경을 활용한다.Jupyter notebook 방식은 많은 git repository, scikitlearn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파이썬 소스코드 배급방식이다. Markdown을 활용한 계산 배경 설명, 수식 작성, 나누어진 코드, 나누어진 실행경과, 그림 그리기, 문서 작성(latex)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슬라이드, html, latex, 통상의 파이썬 스크립트로 곧바로 저장할 수 있다. (실제로는 File  Downloa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이상적인 파이썬 프로그램 개발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개인PC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다.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의도적으로 쉽게 나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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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introduction (1)
*Scikit-learn and Keras tutorial (3)
*Projects/Applications (1)

Contents

https://empxtrack.com/blog/artificial-intelligence-in-hr/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컨텐츠--싸이킷런 : https://en.wikipedia.org/wiki/Scikit-learn케라스 : https://en.wikipedia.org/wiki/Keras텐서플로우(2.0, cpu, gpu) : https://www.tensorflow.org/기계학습의 분류와 요소 : http://incredible.egloos.com/7394445파이썬을 활용한 딥러닝 (deep learning) : http://incredible.egloos.com/7447256가장 쉬운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 http://incredible.egloos.com/7480340가장 쉬운 보팅 앙상블 (voting ensemble) : http://incredible.egloos.com/7478090가장 쉬운 LightGBM [분류, 회귀] (regression, classification) : http://incredible.egloos.com/7479081가장 쉬운 가우시안 프로세스 (Gaussian process) : http://incredible.egloos.com/7482529가장 쉬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Bayesian optimization) : http://incredible.egloos.com/7479039가장 쉬운 딥러닝 (deep learning) : http://incredible.egloos.com/7454154가장 쉬운 드랍아웃 (dropout) : http://incredible.egloos.com/7479504가장 쉬운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 http://incredible.egloos.com/7473416https://en.wikipedia.org/wiki/Discriminative_modelhttps://en.wikipedia.org/wiki/Generative_model가장 쉬운 VAE : http://incredible.egloos.com/7473328가장 쉬운 GAN : http://incredible.egloos.com/7473304가장 쉬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denoising autoencoder) : http://incredible.egloos.com/7479749유전 알고리듬 (genetic algorithms; GA) : http://incredible.egloos.com/4856511입자 군집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 : http://incredible.egloos.com/4731015GA vs VAE/GAN(GA vs variational autoencoder/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 http://incredible.egloos.com/7506440표현식(representation)과 다양성(diversity)에 대해서 : http://incredible.egloos.com/7499983conformational space annealing : http://incredible.egloos.com/6208916물리학과 첨단기술 2017, 초기능성 소재 설계 및 탐색의 방법과 응용 : 지난호 보기 | 물리학과 첨단기술 (kps.or.kr) : https://webzine.kps.or.kr/?p=4&idx=40물리학과 첨단기술 2018,  현대의 유전 알고리듬 : 지난호 보기 | 물리학과 첨단기술 (kps.or.kr) : https://webzine.kps.or.kr/?p=4&idx=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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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575, Issue 7782 14 November 2019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www.top500.orgFugaku remains at the top spot, growing its Arm A64FX capacity from 7,299,072 cores to 7,630,848 cores. The additional hardware enabled its new world record 442 petaflops result on HPL. This puts it three times ahead of the number two system in the list. Fugaku was constructed by Fujitsu and is installed at the RIKEN Center for Computational Science (R-CCS) in Kobe, Japan.Summit, an IBM-built system at th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in Tennessee, remains the fastest system in the US with a performance of 148.8 petaflops. Summit has 4,356 nodes, each one housing two 22-core Power9 CPUs and six NVIDIA Tesla V100 GPUs.Sierra, a system at th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in California, is ranked third with an HPL mark of 94.6 petaflops. Its architecture is very similar to that of Summit, with each of its 4,320 nodes equipped with two Power9 CPUs and four NVIDIA Tesla V100 GPUs.Sunway TaihuLight, a system developed by China’s National Research Center of Parallel Computer Engineering & Technology (NRCPC) and installed at the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in Wuxi, is listed at number four. It is powered exclusively by Sunway SW26010 processors and achieves 93 petaflops on HPL.서밋은 미국에게 5년 만에 1위 자리를 선사해 준 슈퍼컴퓨터다. 직전까지 1위였던 중국의 타이후라이트보다 약 1.5배 빠른 속도(122페타플롭스, peta=10^15)를 자랑한다.알파스타: CNN, LSTM유투브를 구글이 약 2조원, 2006년구글(현재의 알파벳)의 시가총액 550조원MS가 깃허브를 8조원에 인수, 2018년구글이 딥마인드(약 50명)를 인수하기 위해 4억~5억 달러(한화 약 4천330억~5천412억 원)를 지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2014년Github, bitbucket, gi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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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I 음성인식 기술이 스마트폰, AI스피커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자율차, 웨어러블기기, 주요 가전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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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등과의 인공지능(AI) 기술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AI 스타트업, 전문가 및 인재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전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38.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84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신용정보원이 발간한 ‘AI 기술·시장 동향: 핵심기술, 시장규모, 사업리스크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8년 198억달러에서 2019년 262억달러로 32.1% 성장했다.��AI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HW/SW), 서비스 시장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보고서에 따르면 AI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의 30.7%를 차지했다.��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어 처리 등의 능력을 SW로 구현한 AI는 글로벌 IT기업들이 장기간 확보한 다량의 데이터와 패턴학습 기술 등을 접목해 제조와 의료,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다.��현재 전시장에서는 구글 딥마인드, 페이스북, IBM 등 다수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통신기업인 SK텔레콤과 KT, 포털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주도하고 있다.��보고서는 AI의 경쟁력이 빅데이터 분석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가진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전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인용]�국내 AI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원에서 2019년 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025년까지 연평균 38.4% 성장해 10조5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분야별 전세계 시장 매출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머신러닝(ML)이 39.1%, 컴퓨터비전은 23.6%, 자연어처리가 24.9%, 상황인지 컴퓨팅은 12.4%였다.��보고서는 AI산업의 특징으로는 ▲성장기 초기에 위치한 산업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기술집약적 산업 등을 꼽았다.��보고서를 작성한 허석중 선임조사역은 “머신러닝/딥러닝(ML/DL)을 기반으로 하는 AI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늘면서 활용처 또한 확산될 것”이라며 “국내에는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적은 편이고 해외에서 사업화가 된 기술을 음성인식에 활용하는 수준의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속적인 원천기술 확보 노력과 비즈니스와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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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30&oid=016&aid=0001618891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 전세계 AI 준비 지수를 발표한 옥스퍼드 인사이트('19.6)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준비 수준(제도, IT성숙도, IT기술)은 26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 ╺ 싱가포르 1위, 영국 2위, 미국 3위, 중국 20위, 대한민국 26위 * AI 인재 또한 주요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인구수 대비로 비교해도 OECD 주요국 대비 열위한 상황 ╺ AI 분야 핵심연구자 상위 500명을 기준으로 한국은 1.4%에 불과하며 대학생 수 대비 2.1%에 불과해 절대적인 숫자나 상대적 비교로도 AI 선도국 대비 뒤쳐짐 *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미국, 중국 등 AI 기술을 주도하는 선도국 대비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 영입 등 연구생태계와 환경을 조성하며 AI 경쟁력 확보 ╺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등은 상대적으로 AI 인재 유·출입이 활발한 특성을 보유* AI 기술력 확보에 중요한 데이터 공유, 유통, 보상을 위한 기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제도적 보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특히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과 신설 및 해외 우수인력 영입을 위한 산학 연계 연구 등 AI 연구 및 생태계 조성 등에 정책 집중이 필요 * 농업, 제조, 관광, 의료 등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 관점에서 AI 분야 거점 연구 육성과 지역 단위 특화된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수요 맞춤형 대응이 중요 ╺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AI센터 등을 구성해 산업별 응용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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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com
stackoverflow.com
keras.io
machinelearningmastery.com/start-here
https://machine-learning-for-physicists.org/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stackoverflow.com, 이 웹사이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기능을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넣을수록 더욱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구체적으로 영문을 만들어서 질문할 수 있다. 컴퓨터 실행에러 메시지도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창에 넣어 줄 수 있다. 20 million questions 2020.Machine Learning Mastery with Python, 2016Crash Course in Python and SciPyPython data science handbookhttps://jakevdp.github.io/PythonDataScience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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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ning is a class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at use multiple layers to progressively extract higher level features from raw input.

1956 ~

2012 ~

1959 ~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he field of AI research was born at a workshop at Dartmouth College in 1956, where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was coined by John McCarthy to distinguish the field from cybernetics and escape the influence of the cyberneticist Norbert Wiener. Attendees Allen Newell (CMU), Herbert Simon (CMU), John McCarthy (MIT), Marvin Minsky (MIT) and Arthur Samuel (IBM) became the founders and leaders of AI research.1959년, 아서 사무엘은 기계학습을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모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함. 따라서, 초귀납적 방법.2012년 딥러닝 원년1950년대, 튜링 테스트(Turing test),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너무 작았다. 그 수준 또한 아주 낮았다. 1970년대, 1차 빙하기1980-1990년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함. 1990년대, 2차 빙하기2006년, NVIDIA, CUDA 발표2012년 딥러닝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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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ience that gives computer systems the ability to "learn" (i.e., progressively
improve performance on a specific task) with data,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https://en.wikipedia.org/wiki/Machine_learning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1959년, 아서 사무엘은 기계학습을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모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함. 따라서, 초귀납적 방법.Arthur Lee Samuel (December 5, 1901 – July 29, 1990) was an American pioneer in the field of computer gam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e popularized the term "machine learning" in 1959. The Samuel Checkers-playing Program was among the world's first successful self-learning programs, and as such a very early demonstration of the fundamental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e was also a senior member in the TeX community who devoted much time giving personal attention to the needs of users and wrote an early TeX manual i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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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output

learning data representations, as opposed to task-specific algorithm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 프로그램을 만들어 냄. 이 프로그램은 통상의 프로그램들 처럼 당연히 입력, 출력으로 연결됨.기계학습에서의 일반화는 훈련 이후,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훈련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훈련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훈련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적절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많은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정한 데이터에 과도하게 훈련된 경우: 일반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 overfitting Machine learning is a scientific discipline that is concerned with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lgorithms that allow computers to evolve behaviors based on empirical data, such as from sensor data or databases.



Forms of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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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vised learning
* Unsupervised learning
* Reinforcement learning
* Evolutionary learning

Learning task = Representation + Evaluation + Optimization

Learning types

Three element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함. Representation은 임의성이 있다.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결국, 학습하는 것은 최적화 문제로 귀결된다. 사용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의 성능이 결정된다. Evaluation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데이터 처리 능력은 많은 경우 쉽게 평가할 수 있다. ML의 형식들,  ML의 요소들Evolutionary learning Biological evolution can be seen as a learning process: biological organisms adapt to improve their survival rates and chance of having offspring in their environment. We’ll look at how we can model this in a computer, using an idea offitness, which corresponds to a score for how good the current solution is.



ML?

18

Unsupervised learning: No labels are given to the learning algorithm, leaving it on its own to find structure in its input. Unsupervised 
learning can be a goal in itself (discovering hidden patterns in data) or a means towards an end (feature learning).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아주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입력에 대한 출력을 제공하는 함수. 비지도 학습: 데이터에 숨겨진 특성, 고유값, 축퇴, 간격 등.The primary goal of most of the ML algorithm is to construct a model. We can mention this model as hypothesis . The hypothesis basically maps input to output . input variable refers to feature and output variable refers to target. And the dataset we will be using to learn is called training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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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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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intelligence

Search and optimization Classifiers and statistical learning methods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e overall research go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o create technology that allows computers and machines to function in an intelligent manner.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ML의 요소들, 형식들, 그리고 tool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