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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olution Focus

히타치 밴타라는 PDI(Pentaho Data Integration)용 플러그인인 기존의 PMI를 업데이트한 

PMI 버전 1.4를 발표할 예정이다. PMI는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파이썬(Python)1) 사이킷러닝

(Scikit-Learning), R, 스파크, WEKA 등 4개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모델 구축, 사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굳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정형 데이터

에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선보일 PMI 후속 버전

에는 우리가 ‘실행 엔진’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DL4J(Deep Learning 

for Java)가 통합된다. 이는 곧 PMI를 통해 PDI에서 트레이닝, 입증, 테스트, 구축, 평가 및 사용 

등을 직접 딥러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itachi Vantara Labs이 지난 3월 펜타호 마켓 플레이스(Pentaho Market Place)에 추가한 

Plugin Machine Intelligence(이하 PMI) 플러그인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에 발표되는 업

데이트에 기대를 해볼만 하다.

Pentaho 딥러닝, 어디까지 가능할까!
PMI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

Writer  Ken Wood / VP, Hitachi Vantara Labs

 Mark Hall / Machine Learning Architect, Hitachi Vantara

딥러닝, 모든 데이터를 아우르다

딥러닝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비정형 데이터에서 작동한다는 장점 때문에 상당히 주목 

받는 기술이다. 물론 과거에도 딥러닝 기술은 존재했지만, AI의 머신러닝 분야에 추가된 건 최

근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딥러닝이 생성해내는 깊이 있고 복잡하며 숨겨진 뉴럴 네트워크2) 레

이어 기술이라는 점에서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 가

지 분명한 사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두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단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정형 데이터에는 딥러닝을, 정형 데이터에는 전통적인 명칭인 

머신러닝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는 것일 뿐이다.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지난 9월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히타치 NEXT 2018’ 을 통해 딥러

닝이 탑재된 PMI v1.4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쇼케이스에서는 PDI와 PMI v1.4를 이용한 새로운 

딥러닝 단계에 대한 시연과 더불어 PDI 변환에서 2개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후 전체 애플리

케이션 가속화를 위해 PDI를 이용하는 양방향 장치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구현사례도 시연됐다.

그림   인공지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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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한 네트워크로 뉴로라고도 불린다.

1) 파이썬(Python): 컴퓨터 언어의 일종으로 간결하고 

생산성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16 17

일상으로 들어온 딥러닝

이번 행사에서 시연된 PDI 변환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데이터 캡처와 데이터 준비’ 단계

 이 단계는 전체 변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 후 실제 X-Ray 사진을 캡처(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 Raspberry Pi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해당 이미지 정보는 이미지 메타데이터로 전송된다. 전송지점은 기본적으로 

 실제 디지털 이미지가 위치한 인메모리다.

 PDI 변환은 해당 X-Ray 이미지에 대해 2개의 딥러닝 모델을 실행한다. 

 이 2개의 딥러닝 모델은 해당 이미지를 사용 가능한 숫자로 벡터화하여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인체의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손상되거나 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한다.

 2개의 딥러닝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멀티클래스 분류기 – 어깨, 윗팔, 팔꿈치, 팔뚝과 손

 그리고 2가지 분류기, 손상 또는 변형 여부 탐지 – 예 또는 아니오

 이 가능성은 0과 1 사이의 숫자들로 표시된다.

 PDI 변환의 다음 단계는 ‘결과 준비’다. 딥러닝 모델부터 0부터 1까지의 숫자들로 표현된  

 가능성을 가져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준비시키는 단계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 결정 – 최대값이 ‘응답’이 된다.

 다섯 자리 소수점 값을 퍼센트와 문자열로 포맷 

 이 포맷을 통해 “4, 7, 퍼센트 부호(%)” 대신 “47%”로 표현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신뢰성 있는 대화 준비’ 단계로 서로 다른 음성 문구에 대해 로직을 

 구현한 후 해당 결과치를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팔꿈치에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98%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꿈치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98%라는 수치는 분명히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47%라면 팔꿈치의 

 손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팔꿈치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47% 감지되었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 로직은 신체의 특정 부위 식별과 음성 분석의 손상 탐지 두 가지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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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태스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Hey Ray!” 시연은 딥러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이번 시연에서는 참

가자가 직접 X-Ray 사진을 선택해 ‘X-Ray 보기’ 스크린에 이미지를 삽입한 후 “X-Ray 를 분석해

줘”라고 디바이스에 명령하는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머신러닝, 그리고 펜타호의 딥러닝으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음성 문구를 캡처해 앞으로 

취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파이썬에 기록된 

   ‘음성 인식 모듈’을 사용한다.

   배경 소음이 많다면 특수한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Hey Ray!” 명령 셋을 

   수동으로 실행시킨다.

주요 변환은 입력된 태스크를 

번역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변환 작업과의 조정에 

사용된다.

출처  What Can You Do with Deep Learning in

Pentaho?, community.hitachivantara.com, 

2018년 10월

3)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컴퓨터에서 카메라, 

스캐너 등의 시각(Vision) 매체를 통해 입력 받은 영상에

서 주변 물체와 환경 속성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유

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그림   “Hey Ray!” 데모 구성

Speech 
Recognition

Module

Command Queue

GetCOMMAND

Write to log 3

Save Image & 
Analysis

DoReset

Provide 
INTERODUCTION

DoANALYZEXRay

Provide 
MISUNDERSTOOD

DoByeDoSAVE

DoJOKE

EndProgram

Provide 
CHITCHAT

Provide HELP

Create Digital
Image

Analyze 
Image

Speak
Results

Capture Live
X-ray Film

주요 컴포넌트와 기술

•PDI

•MQTT가 탑재된 IoT

•새로운 ‘PMI’ (딥러닝 탑재)

•GPU 모델 트레이닝

•HCP(Hitachi Content Platform)

•시범 PDI HCP 플러그인

•Raspberry Pi 3 & 8mp Pi 카메라 2

•아이폰 인터페이스 앱

•컴퓨터 비전3)

•음성 인식

•텍스트의 음성 변환

 도입부 해설

 “Hey Ray!” 사용법 도움말

 X-Ray 필름 분석과 음성 결과 제공

 현재의 분석 세션은 HCP에 저장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콘텐츠, 

 X-Ray 이미지, 분석 문구는 싱글 이미지 영상 

 파일로 전환되고, 모든 콘텐츠는 HCP에 저장된다.

   해당 영상 파일은 “Hey Ray!” 트위터로 

 보낼 수 있다. 

   이 기능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통찰력 있는 사고와 의견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y Ray!" 방사선 

 전문의가 농담을 한 마디 던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