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홍채꽃잎 예측" 10분만에 따라하기 
원본: 
https://www.microsoft.com/net/learn/machine-learning-and-ai/get-started-with-ml-dotnet-tutorial 
번역: hanhead@gmail.com 
 
역자의 변) 
머신러닝 전체가 이번 글에 살펴볼 예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AI, 
인공지능하면서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이 하는 것 처럼 생각되던 것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그냥 
일반 응용프로그램과 다른 바가 없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의미하는 바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방향만 잡고 계신다고 하면 복잡한 수식의 알고리즘을 사실상 일반 
응용프로그래밍 단계에서 변경할 것이 아니고 머신러닝이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또한 
응용프로그래밍 단계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본 예제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좀더 신뢰도 있도록 특성을 정의하고  
얻고자 하는 예측값에 좀더 부합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양질의 데이터만 공급된다면  
사실 AI응용프로그램의 작성은 예제처럼 단순화해서 본다면 그냥 간단한 기존에 하시던 
응용프로그램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더 깊은 곳을 향해 전진해보십시오.. 
 

1. .NET SDK설치하기 
.NET 응용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NET SDK을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NET SDK 다운로드 
 

2. 응용프로그램 생성하기 
새로운 명령창을 열고 아래의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donent new console -o m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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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myApp 
 

 
 
"dotnet"명령의 "new"를 통해 새로운 콘솔 응용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o 매개변수는 여러분의 
응용프로그램을 저장할 "myApp"이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파일을 채워줍니다. "cd 
myApp"명령으로 새로 생성된 응용프로그램의 폴더로 이동합니다. 
 
 

3. ML.NET패키지 설치하기 
 
ML.NE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icrosoft.ML.package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명령창에 아래의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dotnet add package Microsoft.ML --version 0.4.0 

 
 
 

4. 데이터셋 내려받기 
 
여러분의 머신러닝 응용프로그램은 4개의 특성(꽂잎길이, 꽃잎폭,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넓이)을 
기반으로 홍채 꽃의 종류를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UCI 머신러닝자료 저장소: 홍채꽃 데이터셋을 여십시오. 메모장 등의 텍스트 편집기에 해당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myApp"폴더에 "iris-data.txt"라고 해서 
저장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줄은 다른 
홈채꽃의 예에 해당합니다. 왼쪽으로 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각각의 열은 꽃잎길이, 꽃잎폭, 
꽃받침길이, 꽃받침폭, 홈채꽃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5.1,3.5,1.4,0.2,Iris-setosa 
4.9,3.0,1.4,0.2,Iris-setosa 
4.7,3.2,1.3,0.2,Iris-setosa 

https://archive.ics.uci.edu/ml/machine-learning-databases/iris/iris.data


 
 
..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기? 
만약에 여러분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iris-data.txt파일을 출력폴더로 
복사되어지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net/images/redesign/learn/apps/ml-dotnet/copy-to-output-directory.pn
g?v=qdHBK8Jkf44W9fOz8hJQcFRQH88H68F_UdyelE62x9U 

5. 코드작성하기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Program.cs"파일을 열고 아래와 같이 모든 코드를 바꿔주십시오. 
 



using Microsoft.ML; 
using Microsoft.ML.Data; 
using Microsoft.ML.Runtime.Api; 
using Microsoft.ML.Trainers; 
using Microsoft.ML.Transforms; 
using System; 
 
namespace myApp 
{ 
    class Program 
    { 

        // 단계 1: 여러분의 데이터구조를 정의합니다. 
 
        // "IrisData"는 예측연산을 위해 훈련데이터로 사용되어집니다.  
        // - 첫번째 4개의 속성들은 입력/특성으로 라벨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 - 라벨은 예측해야할 값이고 훈련 데이터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public class IrisData 
        { 
            [Column("0")] 
            public float SepalLength; 
 
            [Column("1")] 
            public float SepalWidth; 
 
            [Column("2")] 
            public float PetalLength; 
 
            [Column("3")] 
            public float PetalWidth; 
 
            [Column("4")] 
            [ColumnName("Label")] 
            public string Label; 
        } 
 
        // "IrisPrediction" 결과로써 예측연산을 통해서 반환되어집니다. 
        public class IrisPrediction 
        { 
            [ColumnName("PredictedLabel")] 
            public string PredictedLabels; 



        }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단계 2: 파이프 라인을 생성하고 어려분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var pipeline = new LearningPipeline(); 
 
            // 여러분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Copy to Output 
Directory"로 설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 "iris-data.txt"를 'Copy always'로 설정합니다. 
            string dataPath = "iris-data.txt"; 
            pipeline.Add(new TextLoader(dataPath).CreateFrom<IrisData>(separator: ',')); 
 
            // 단계 3: 여러분의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 라벨컬럼의 텍스트에 숫자값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모델훈련에는 숫자만 
처리되기때문입니다. 
            pipeline.Add(new Dictionarizer("Label")); 
 
            // 모든 특성을 벡터에 넣습니다. 
            pipeline.Add(new ColumnConcatenator("Features",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 단계 4: 훈련자 추가하기 
            // 파이프라인에 훈련 알고리즘을 추가합니다. 
            // 이건 분류 시나리오 입니다.(이것은 어떤 홈채꽂 종류인가?) 
            pipeline.Add(new StochasticDualCoordinateAscentClassifier()); 
 
            // 단계 3에서 숫자로 변경했던 라벨을 원래의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pipeline.Add(new PredictedLabelColumnOriginalValueConverter() { 
PredictedLabelColumn = "PredictedLabel" }); 
 

            // 단계 5: 당신의 모델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합니다. 
            var model = pipeline.Train<IrisData, IrisPrediction>(); 
 

            // 단계 6: 여러분의 훈련된 모델을 예측에 사용해보십시오. 
            // 여러분께서는 숫자들을 변경해서 다른 예측들을 테스트해보실 수 있습니다. 



            var prediction = model.Predict(new IrisData() 
            { 
                SepalLength = 3.3f, 
                SepalWidth = 1.6f, 
                PetalLength = 0.2f, 
                PetalWidth = 5.1f, 
            }); 
 
            Console.WriteLine($"Predicted flower type is: {prediction.PredictedLabels}"); 
        } 
    } 
} 

 

6. 응용프로그램 실행하기 
명령창에 아래와 같은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dotnet run 

 
마지막 줄의 출력은 예측된 홍채꽃의 종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측함수에 전달하는 값을 
변경하셔서 다른 측정 값을 기반으로 예측을 볼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ML.NET으로 첫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7. 계속 공부하기.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계속 ML.NET학습자료로 계속 
공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