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적 기초

1. 과목소개

§ 본 강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개념과 관련한 기본적 수학원리를 학습에 목표를 둔

다. 이를 위해 본 강좌에서는 머신러닝 개념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초 수학에 대한 Review 및 

각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원리 및 수학적 사고 배양에 주안점을 둔다.

2. 학습목표

§ 본 수업을 통해 머신러닝에 대한 근원적 수학이론 바탕 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별 수학이론에 대한 소개 및 기본 작동원리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둔다.

3. 학습내용

§ 기본수학 Review

§ 머신러닝 알고리즘별 간단 소개 및 필요한 수학적 사고 및 원리 소개



4. 주차계획

주차 주차명 학습활동

1 주차 

머신러닝과 수학Review I - 수열 함수 미분

· 머신러닝(이하 M/L)알고리즘이해를 위한 기초수학에 대한 리뷰로 

    수열 함수의극한 미분에 대해 학습한다

과제

2 주차 

머신러닝과 수학Review II - 적분 최적화

· 적분 지수로그함수를 학습하며 미분원리를 이용한 최적화개념 

이해를 다룬다.

3 주차 

머신러닝과 수학Review III - 벡터행렬 통계

· M/L 프로그래밍 및 다변수처리 SVM 등을 이해하기 위한 

선형대수와 회기분석에 대한 개면 정립

퀴즈, 과제

4 주차 

회귀분석과 머신러닝

· 회귀분석에 대한 실무적 처리 추정 다중회귀등을 학습 머신러닝의 

가장기본인 선형회귀 기반 내용학습, 최적화 (경사하강 미분의 응용)

퀴즈, 과제

5 주차

머신러닝과 수학Review IV 통계 - 베이지안통계

· 베이지안 통계에 의 기본개념 학습 이에 대한 머신러닝 응용에 

대한 학습

퀴즈, 과제

6 주차 

분류와 머신러닝 - 로지스틱 회귀분석 

· 벡터연산에 의한 분류의 머신러닝분야 적용

· 퍼셉트론의 수학적 의미 신경망이론에 대한 수학기반 설명

퀴즈, 과제

7 주차 

군집과 머신러닝 그리고 평가  군집분석 

· 크러스터링 에 대한 설명 모델링 이후 결과 평가를 위한 주요 

수학적 사고 방법

퀴즈, 과제

8 주차 기말고사

5. 학습기간

§ 2019. 12. 9(월) 정오 12시 ~ 2020. 2월 3(월) 정오 12시 

 6. 이수확인서 및 직무능력인증서 발급

§ 이수확인서 발급 기준

   학습기간 내에 아래 ①,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수가 완료됩니다.

  ① 100%(7주차) 출석 완료

  ※ 강의영상은 총 강의 구간의 80%이상 학습해야 출석으로 인정됨(학습시간 기준이 아닌점 유의)

  ② 각 퀴즈, 과제, 기말고사 60점 이상 득점

  ※ 퀴즈, 기말고사 : 응시 결과 점수를 확인하신 후 응시기간 내에 재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 직무능력인증서 발급 기준

  - 전 과목 이수 후 대표기업(엑셈)의 ‘직무능력 인증평가’ 합격 시 인증서 발급

§ 이수확인서와 직무능력인증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매치업 홈페이지(http://www.matchup.kr) 

회원가입 후 발급 가능

http://www.match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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