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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단계로 접어든 AI 및 딥러닝

AI 및딥러닝은다양한산업부문에적용되고있습니다. 이러한프로젝트중일부는 AI를통해
생산성을개선했지만, 실패한프로젝트도있습니다. 이와같은차이점은어디에서비롯되는
것일까요?

AI의강점및약점을파악한후주제를명확히설정하고, 이를기존작업프로세스에구현하는
것이필수적입니다.

본 eBook에서는 MATLAB을이용한딥러닝을통해비즈니스에 AI를성공적으로구현한고객의
성공사례를소개하고, 그러한딥러닝프로젝트에사용된핵심기술에관해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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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자동차부품외관검사에딥러닝을사용하는
Musashi Seimitsu Industry Co., Ltd.

Musashi Seimitsu Industry Co., Ltd.

Musashi Seimitsu Industry Co., Ltd.는자동차에사용되는베벨기어의검사프로세스에
적용하기위해 MATLAB® 딥러닝을이용한이상감지시스템을프로토타이핑했습니다.
정확도및속도의검증을마친후, 2018년 5월부터제조현장에서데모실험을수행해
왔습니다. 매월 130만개부품에대한수동외관검사에따른워크로드및비용을멀지
않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Musashi Seimitsu Industry는이프로젝트에서 MathWorks 컨설턴트와협력하여카메라
연결을설정하고, 이미지를전처리하고, App Designer를사용하여커스텀주석툴을
생성하고, 모델정확도를개선했습니다. 학습된모델은 GPU Coder™의코드생성
기능을사용하여 NVIDIA® Jetson에구현되었으며, 결과를활용하여 PLC를제어했습니다.

MATLAB/Simulink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이미지캡처부터임베디드 GPU에구현하는단계까지, 완벽한개발워크플로
• 클래스활성화매핑을사용한결함판단및시각화
• 레이블링효율을개선하기위한커스텀 GUI 툴(App Designer) 생성
• 컨설팅서비스를통해 MATLAB을사용하여얻을수있는이점최대화

MATLAB에서는카메라연결, 전처리, 다양한
사전학습모델을사용하기가쉬웠습니다. 
이덕분에전체워크플로에집중할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와의논의를통해
우리팀은문제해결을위한많은팁을
얻었으며, 그결과자사엔지니어의기술을
성장시킬수있었습니다.

“

“

컴퓨터비전을위한딥러닝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동영상보기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www.mathworks.com/videos/deep-learning-for-computer-vision-120997.html


블랙박스모델대신 XAI(설명가능 AI)의사용

Grad-CAM을 통해딥러닝모델이결정한이유파악

딥러닝은데이터및레이블을기준으로모델의매개변수를자동으로최적화하는 "블랙박스" 메소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이러한블랙박스메소드를되도록사용하지않으려고합니다. 그래서오늘날많은사람이 "XAI(설명가능
AI)에주목하고있습니다. 클래스활성화매핑(CAM) 및 Grad-CAM은이미지분류작업에적용할수있는일반적인

XAI(설명가능 AI)입니다. 딥러닝모델이손상된너트를 ‘NG’로 판정하고, 히트맵이주의해야할부분을시각화합니다.

» XAI(설명가능 AI)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https://kr.mathworks.com/help/deeplearning/ug/gradcam-explains-why.html


인프라산업



딥러닝을활용한철도구성요소의결함감지

황성호
KRRI의선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은레일, 침목, 파스너등과같은철도시설구성요소의
결함을감지하기위한연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구성요소가정상적으로
작동하고있을때도표면결함, 누락된부품, 균열을검사해야합니다. 이를위해
KRRI는선로검사모니터링을통해이미지를주기적으로확보하고딥러닝을
사용하여결함을감지하고있습니다.

KRRI는데이터전처리를위해 Image Labeler 앱을사용하여경계상자및픽셀을
레이블링했습니다. 앱의그래픽인터페이스덕분에손쉽게레이블링하고개발
시간을줄일수있었습니다. 그리고딥러닝을사용하여 Faster R-CNN 모델및
시맨틱분할모델을학습했습니다. KRRI는MATLAB 환경을통해심층신경망
아키텍처를구축하고, 데이터의전처리및후처리를위한내장라이브러리를
활용할수있었습니다.

KRRI는 MATLAB 환경을통해심층
신경망아키텍처를구축하고, 
데이터의전처리및후처리를위한
내장라이브러리를손쉽게활용할
수있었습니다.

“ “
MATLAB 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앱을통해더쉽게이미지레이블링가능
• 전이학습을위해사전학습된모델을손쉽게사용가능
• 데이터의전처리및후처리를위해다른제품과함께 Deep Learning Toolbox™ 사용가능

시맨틱분할개요

동영상보기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kr.mathworks.com/videos/semantic-segmentation-overview-1510858047780.html


시맨틱분할개요

동영상보기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하수관의폐수배출을측정하는딥러닝모델을
개발한 KICT
지현욱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일반적으로하수관의폐수량은침수면적속도유량계또는비접촉유량계와같은센서기반
장치를사용하여측정합니다. 하지만이러한유량계는불순물, 부식, 높은탁도로인한측정
불안정성때문에정확한측정이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ICT는폐수배출을측정하기위해시맨틱분할을활용하는딥러닝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수역예측을통해경계수위와수위간의기하학적관계를계산하여수위를
추정했습니다.

기존이미지처리기술을사용한경우이미지의경계수위가 53%로감지되었지만, 시맨틱
분할을사용한경우는수위가 100%로감지되었습니다.

MATLAB 및 Simulink®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엔지니어링지원및교육서비스활용
• 참조예제를사용하여딥러닝모델을쉽게프로토타이핑
• 이미지처리및딥러닝경험이부족해도빠른프로젝트완료가능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링및교육
서비스지원덕분에, 작성한
알고리즘을신속하게
프로토타이핑하고각접근방식을
비교하여정밀한딥러닝모델을
개발할수있었습니다.

“

“

Ji, Hyon Wook, et al. "Measurement of Wastewater Discharge in Sewer Pipes Using Image Analysis." Water 12.6 (2020): 1771.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kr.mathworks.com/videos/semantic-segmentation-overview-1510858047780.html


시맨틱분할

전체이미지가아니라픽셀기준으로분류하기위해마지막에디코더를추가합니다. 디코더를통해업샘플링함으로써
입력이미지와크기가같은최종이미지를얻을수있습니다. 

시맨틱분할을위해모델을학습시키려면픽셀기반레이블링이필요합니다. MATLAB은전용레이블링툴을
제공합니다. 피팅(fitting) 및필링(filling)과같은부가함수외에도, 학습된모델을적용하면시간이오래걸리는레이블링

작업을크게간소화할수있으며약간의수정만하면됩니다.
사용자는수행중인작업과관련있는샘플코드를간단하게수정함으로써여러가지방식들을사용해볼수있습니다.

» 시맨틱분할동영상

레이블링툴을이용해데이터레이블링

인코더 디코더

https://kr.mathworks.com/videos/semantic-segmentation-overview-1510858047780.html


조선해양산업



딥러닝을이용해드론기반의생존자수색기술을
개발한 KRISO
김기훈박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KRISO는MATLAB의딥러닝객체검출알고리즘을사용하여드론기반의
생존자수색기술을개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육안에의존하여생존자를수색하고구조하고있습니다. 
반복적이고체력소모적인수색작업은생존자수색효율을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MATLAB을통해 YOLO 객체검출알고리즘을사용하는 AI 기반실시간
생존자수색솔루션을개발했으며, UDP 통신을이용해다른기존드론
제어및모니터링앱을통합했습니다. 검출알고리즘의평균정밀도를
99%까지달성했습니다. 이는현장에서현재사용중인수색프로세스를
대체할수있을만큼만족스러운수준입니다. 

딥러닝, 이미지처리, 통신분야의경험이
충분하지않았지만, 제가수행하던
프로젝트에서성공적으로솔루션을
개발할수있었습니다.
MATLAB을이용하면고려할수있는다른
어떤방법보다가장빠르게솔루션을
구현할수있습니다. 

“

“
MATLAB 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대화형앱을통해 AI 비전문가도자체적으로딥러닝프로젝트개발

가능
• 신속한솔루션프로토타이핑을위한다양한참조예제
• MathWorks 엔지니어의원활한문제해결지원

MATLAB EXPO 2020 Korea Talk

동영상보기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https://kr.mathworks.com/videos/marine-distress-detection-system-using-deep-learning-1594663052255.html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신호처리분야의딥러닝

동영상보기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적조발생을조기예측하는 LSTM 딥러닝모델을
개발한 KIOST
김수미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유해적조(HAB)는수십년동안대한민국의남해에서발생하고있으며, 심각한
생태계영향과연안지역의여러양식장에경제적문제를초래하고있습니다. 
HAB 발생예측은손해를최소화하는데반드시필요하지만, 기상학적및
물리적요인을포함한다양한요인과깊이연관되어있기때문에예측이
어렵습니다.

KIOST는해수면온도및위성에서얻은광합성유효방사시퀀스를이용하여
하이레벨함수들로데이터를전처리했습니다. 또한적조발생을예측하기
위해 LSTM 네트워크를학습시켜시퀀스데이터의시간에따라변하는특성및
장기종속성을파악하려고노력했습니다.

팀은 1998~2016년데이터셋으로학습시키고 2017~2018년데이터로모델을
평가하여각각 100% 및 94.8% 정확도를얻었습니다.

MATLAB 및 Simulink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시계열데이터처리를적용하기위해하이레벨 API 활용
• 관련예제를사용하여알고리즘개발및프로토파이핑가속화

MATLAB 툴박스의도메인특화함수들과
풍부한도움말예제를활용하여시계열
기반딥러닝모델을신속하게개발할수
있습니다.

“ “

Shin, Jisun, et al. "Early prediction of Margalefidinium polykrikoides bloom using a LSTM neural network model in the South Sea of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90.SI (2019): 236-242.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kr.mathworks.com/videos/deep-learning-for-signals-1569564593769.html


효과적인도움말사용

MATLAB은이미지, 신호및텍스트데이터에적용할수있는딥러닝을위한 100개이상의공식샘플코드를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이학습, 네트워크생성과같은기본적인예제와더불어, 베이지안최적화를통한하이퍼파라미터튜닝과같이실질적으로정확도를

높이는방법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사용자는수행중인작업과관련있는샘플코드들을토대로시작함으로써짧은시간에여러가지방법들을사용해볼수있습니다.

» 딥러닝을위한 100개이상의샘플예제살펴보기

https://www.mathworks.com/help/releases/R2020a/deeplearning/examples.html
https://github.com/matlab-deep-learning


자동차산업



AI 제어시스템개발용모델기반워크플로
프로세스를개발하는 Denso Ten
Natsuki Yokoyama, Denso Ten
복잡한차량제어문제는정형화하기어려울수있으며, 이를해결하려면경험이많은
전문가가필요합니다. 대개딥러닝이이러한과제를극복하는데사용됩니다. Denso
Ten에서는처음에 AI 작업에 Python을사용했습니다. 하지만 Python 코드를 ECU 구현을
위한 C 코드로변환할수없었으며, Python을모델기반개발을위한시뮬레이션에적용할
수도없었습니다. 그래서 MATLAB® 및 Simulink를사용하여모델기반워크플로를
개발했습니다.

Denso Ten은먼저 MATLAB 에서생성한 AI 모델을기존 Simulink 제어시스템모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Simulink API를이용해 Simulink 블록을자동으로생성하고, 선을
연결하고, AI 모델의가중치를복사할수있었습니다. Denso Ten은또한 AI 라이브러리를
개발했으며, 이제는전체모델을시뮬레이션할수있습니다. 그리고 Simulink 모델을다시
MATLAB 기반 AI 모델로변환할수도있습니다. 

Denso Ten은설계부터구현에이르는모델기반개발워크플로를완료했으며, 이제생산을
위한개발을진행하고있습니다.

AI를 ECU 제어에사용하려면모델기반
개발워크플로가반드시필요합니다. 
기존제어모델과 AI 모델을
결합함으로써시뮬레이션환경을
구축하고제품개발을가속화할수
있습니다.

“

“
MATLAB 및 Simulink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모델기반개발을적용하여 AI 모델을기존제어모델에통합
• Deep Network Designer를이용해마우스클릭으로네트워크구축
• MATLAB과 Simulink 간딥러닝모델의양방향변환에 API 사용
• S-function을사용하여독자적인 AI 라이브러리이용

딥러닝을 Simulink의제어알고리즘에통합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동영상보기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kr.mathworks.com/videos/integrate-deep-learning-into-your-control-algorithm-in-simulink-1515534470217.html


딥러닝을
Simulink의제어알고리즘에통합

딥러닝어플리케이션을위한신경망을 Simulink®에통합할수있습니다. 이접근방식을사용하면차선이탈시스템
등과같은제어어플리케이션에서딥러닝기반알고리즘을활용할수있습니다. 

» 딥러닝모델을 Simulink에통합

시뮬레이션

학습된
모델

https://www.mathworks.com/videos/deep-learning-in-simulink-1599214701480.html


의료산업



기술문서상세정보

문서보기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딥러닝을이용해 CT 촬영의방사선피폭위험을
감소시키는리쓰메이칸대학교
Ryohei Nakayama
리쓰메이칸대학교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CAT 스캔)은장기, 뼈, 혈관의 3D 이미지를생성하기때문에
단순한 X-선촬영보다훨씬더높은진단성능을제공합니다. 하지만동시에인체에유해한
방사선량이증가하는위험이있습니다.

리쓰메이칸대학교의부교수인 Ryomei Nakayama는초해상도처리와초저선량 CT 스캔을
입력으로사용하는컨볼루션신경망(CNN) 회귀분석이결합된하이브리드방식을사용하여
일반선량 CT 스캔으로동일한품질의이미지를생성하고있습니다. CNN을통한회귀
분석은새이미지가표시될때처리시간이빠르다는이점이있습니다. 두 CNN을사용하는
목적은하나는폐부위에, 다른하나는폐이외부위에사용하여결과의선명도를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시스템은어느정도정확한진단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환자방사선피폭량을 95%까지
줄일수있습니다. 현재우리는실제임상환경에서사용하는것을목표로, 의료이미지관리
시스템(PACS)과의협업을연구하고있습니다.

MATLAB 및 Simulink 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128개유형의네트워크구조에서효율적으로최적의모델검색
• 초해상도처리및 CNN 회귀분석을단일환경에통합
• 의사가사용할수있도록 GUI 인터페이스생성및배포가능

최적화되고가속화된많은이미지
처리/딥러닝함수들이있어효율적으로
개발할수있었습니다.

“ “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www.mathworks.com/company/newsletters/articles/using-deep-learning-to-reduce-radiation-exposure-risk-in-ct-imaging.html


Deep Network Designer를사용하여네트워크생성

Deep Network Designer 앱에서드래그앤드랍하여네트워크를생성하고편집할수있습니다. 모델을쉽게생성할수
있어서초보자에게도도움이되고, DAG 네트워크, 유닛확장(예: ResNet 유닛), 다중입력/출력등과같은복잡한

모델을사용하고자하는전문가에게도도움이됩니다.
그리고버튼만눌러도모델을 MATLAB 코드로생성할수있으며, 동일한모델을다음번에자동으로구축할수있습니다.

» Deep Network Designer 사용동영상

MATLAB 코드생성

https://kr.mathworks.com/videos/interactively-build-visualize-and-edit-deep-learning-networks-1547156558295.html


항공우주산업



MATLAB EXPO 2019 France에서프레젠테이션

동영상보기(18:25)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자동결함감지를위해인공지능및딥러닝
사용하는 Airbus
Nicolas Castet, Airbus

어떻게하면항공기파이프에서발생하는결함을자동으로감지하는강력한
엔드투엔드 AI 모델을구축할수있을까요? 이러한프로젝트는 Airbus에게커다란
도전이었지만, Airbus는 MATLAB 을사용하여신속하게프로토타이핑하고요구사항에
부합하는딥러닝모델을개발할수있었습니다.

Airbus는이프로세스의 3가지주요단계를해결하기위해MathWorks 컨설팅서비스
팀과협력하여 MATLAB을채택했습니다. 그첫단계는시맨틱분할과비디오
레이블링을위한간편한대화형환경등의접근방식을사용할수있는딥러닝모델
구축용통합툴을갖추는것이었습니다. MATLAB의딥러닝모델을통해찾은파이프의
배선및환기구위치를활용하여업계표준에서요구하는거리및각도를측정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실시간으로결함분석결과를표시할수있어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기술이없어도 MATLAB 코드를 CUDA 코드로자동변환하여 CUDA 코드를바로
임베디드시스템에배포해야했습니다. 

짧은시간안에코드를테스트, 
수정, 학습하고, 다시
테스트할수있었던것이
성공의키였습니다.

“

“
고객사례와관련된

이미지발표자프레젠테이션의
이미지재사용

MATLAB 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통합툴을이용해딥러닝모델설계, 학습및배포
• 매우짧은시간안에프로토타이핑및테스트수행
• MATLAB 코드를 CUDA 코드로바로변환

https://kr.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www.mathworks.com/company/events/conferences/automotive-conference-michigan/2017.html
https://www.mathworks.com/videos/big-data-data-analytics-and-machine-deep-learning-infrastructure-at-caterpillar-1497292968613.html
https://fr.mathworks.com/videos/artificial-intelligence-to-facilitate-inspection-1564500811305.html


배포를위한다양한타겟선택

모델을학습시킨후, 이를다양한방식으로배포할수있습니다. 각배포에대한사용료는없습니다. 
PoC 단계에서는 exe 형식의 GUI 도구를배포하고사용자가사용할수있도록합니다.

구현단계에서는임베디드장비, 클라우드에배포, 스마트폰에서액세스등과같이목적에맞는가장적합한대상을
선택합니다.

>> 딥러닝모델을임베디드시스템에배포

Keras, TensorFlow, 
ONNX, Caffe Models

Intel, Arm Cortex

NVIDIA, Intel, Arm

Zynx, Xilinx, Intel

https://kr.mathworks.com/videos/deploying-deep-neural-networks-to-embedded-gpus-and-cpus-1559644341562.html?s_tid=srchtitle


철강산업



시맨틱분할개요

동영상보기
딥러닝을위한 MATLAB 살펴보기

철강원료이미지에픽셀기반딥러닝기술을
사용하는현대제철

현대제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은딥러닝을사용하여픽셀기반철강원료이미지분석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MATLAB을통해레이블링자동화라는고급기술을구축했습니다.

현장에서는분석엔지니어들이광학현미경으로이미지를수동으로분석하는
도트(dot) 방식을사용합니다. 하지만이방법은시간이오래걸리고각분석가의
경험에따라결과가크게달라집니다.

현대제철은 MATLAB에서비지도머신러닝기술을사용하여레이블링자동화
알고리즘을생성했으며, 이를자동화용레이블링앱에통합했습니다. 딥러닝모델을
통한머신러닝과학습네트워크에기반한데이터레이블링을반복함으로써예측
정확도를 85%까지개선했습니다. 이는현재사용중인분석워크플로를대체할수
있을만큼만족스러운수준입니다.

MATLAB 및 Simulink 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이미지전처리기술을적용하기위해하이레벨 API 활용
• 대화형앱을통해 AI 비전문가도딥러닝프로젝트수행가능
• 신속한프로토타이핑을위한실용적인참조예제
• MathWorks 지원을통해 MATLAB을사용하여얻을수있는이점극대화

이미지처리및딥러닝에대한지식이
충분하지않았지만, 제가수행하던
프로젝트에서딥러닝을성공적으로
도입할수있었습니다. MathWorks에서
제공하는엔지니어링지원덕분에, 
제한된시간내에쉽게프로토타이핑할
수있었습니다.

“

“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s_tid=hp_brand_deeplearning
https://kr.mathworks.com/videos/semantic-segmentation-overview-1510858047780.html


레이블링을위한앱

MATLAB은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데이터를위한도메인특화앱으로데이터셋을전처리하고레이블링하는
시간을현저하게줄여줍니다. 다양한시계열을동기화하고, 이상값을보간된값으로대체하고, 이미지의얼룩을
제거하고, 노이즈신호를필터링할수있습니다. 대화형앱을통해중요한기능을레이블링하고자르고식별할수

있으며, 내장알고리즘을사용하여레이블링프로세스를자동화할수있습니다.
» Labeler를이용해데이터를레이블링하는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4AwyWMEZi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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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용리소스살펴보기
딥러닝살펴보기

전교생필수강좌로 “AI with MATLAB”강좌를
설계한 KIT
가나자와공과대학
가나자와공과대학(KIT)은 MATLAB 을사용하여이미지분류를위한프로그래밍연습
문제가포함된 AI 기초강좌를개발했습니다. 이강좌는 AI 기술로학생들을무장시키고자
하는글로벌요구에부응하는것을목표로모든신입생을대상으로하는필수강좌입니다. 
매년 1500명이상의학생이이강좌를수강하게됩니다.

KIT는 MathWorks와함께컨볼루션신경망을사용하여이미지분류를위한프로그래밍
연습문제를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은 App Designer로구축한독자적인시각화앱을
사용하여직접손으로작성한코드로신경망을학습시킵니다. 또한정확도개선을위한
실질적인기술을배웁니다. 

KIT는이강좌를개발하기전인 2015년에 MATLAB 및 Simulink 용 ‘Campus-Wide License’를
채택했습니다. 이라이선스를통해모든대학직원및학생은언제어디서나
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MATLAB 사용시얻을수있는이점:
• 1500명학생을위해프로그래밍환경통합
• 이미지처리기능을통해학습데이터생성자동화
• 학생들이딥러닝을이해할수있도록돕는직관적인앱
• 학생들이자기주도학습을할수있도록액세스가능하고사용자지정가능한코드제공

전교생을대상으로하는 AI 강좌에
MATLAB을사용하기로결정했습니다. 
MATLAB은직관적인 UI와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갖추고있기때문이죠. 
다양한앱들은신입생이 AI의본질을
파악하는데에도도움이됩니다. 또한
코드를쉽게수정할수있으므로심층적인
지식을얻을수있습니다.

“

“

Campus-Wide License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automotive/advanced-driver-assistance-systems.html
https://www.mathworks.com/videos/big-data-data-analytics-and-machine-deep-learning-infrastructure-at-caterpillar-1497292968613.html
https://kr.mathworks.com/solutions/deep-learning.html
https://kr.mathworks.com/academia/educators.html
https://www.mathworks.com/academia/matlab-campus.html


다양한학습콘텐츠

MATLAB으로
딥러닝
교육하기

딥러닝
Onramp

• 머신러닝 Onramp
• 딥러닝 Onramp

• 2시간온라인튜토리얼

• 머신러닝학습

• 딥러닝학습
• 16시간심층강좌
• 온라인또는강사주도식

• MATLAB으로딥러닝교육하기
• 커리큘럼지원

https://www.mathworks.com/academia/courseware/teaching-deep-learning-with-matlab.html
https://www.mathworks.com/learn/tutorials/machine-learning-onramp.html
https://www.mathworks.com/learn/tutorials/deep-learning-onramp.html
http://www.mathworks.com/training-schedule/machine-learning-with-matlab
https://www.mathworks.com/training-schedule/deep-learning-with-matlab.html
https://www.mathworks.com/academia/courseware/teaching-deep-learning-with-matlab.html


요약

AI 및딥러닝은비즈니스에구현할수있는단계에이르렀습니다.
정밀도가높은모델을구축하기위한기술외에도, 성공하려면 "XAI(설명가능 AI)", "현장에서의 GUI 사용", "목적및

단계에따른실행환경선택" 등이중요합니다.

MATLAB을통해입문부터고급과정에이르는풍부한샘플코드및 GUI 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여짧은시간안에
딥러닝모델을구축할수있습니다. MATLAB은작업에최적화된 GUI를생성및배포하고모델을임베디드장치와
클라우드에배포할수있는확장성을제공하기때문에많은고객이딥러닝작업에 MATLAB을사용하고있습니다.

MathWorks는프로젝트에수반되는온라인교육, 기술지원, 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짧은시간안에 AI 및
딥러닝을성공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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