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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화하다, 인공지능으로 

 

 무엇이 인공지능으로 진화했는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를 찾아 내려고 하는 모든 활동이 인공지능으로 

수렴하는 것 같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이,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는 데이터 마이닝이 신경망알고리즘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한다.  

인공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학습 등의 의미가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아,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보고,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또는 목표변수의 유무에 따라 분석 기법들을 

분류하여 정리 해 본다. 

 

기법 개념 Focus on 

데이터 분석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모델(알고리즘)을 통한 궁극적인 문제해결 기법 

-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분석 모델로 

사용 

문제 해결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패턴, 새로운 의미 또는 지식을 

찾아내는 기법 
알고리즘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류해 보자! 

Concept 

(목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석 알고리즘의 활용 목적에 따라, 목표 변수에 

따라 분류되는 체계를 이해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회귀분석의 유형을 이해한다 

(활용 목적 기반) 데이터 분석의 활용 목적에 따라 예측모델과 탐색모델로 분류 

(목표 변수 기반) 데이터의 목표 변수의 유무에 따라 지도/비지도 학습 모델로 분류 

(회귀 분석 개념) 원인이 되는 값과 결과가 되는 값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기법에 의

해 조사하는 대표적인 분류 기법 

KeyWord 
데이터분석, 데이터마이닝, 학습(지도/비지도/강화), 예측모델, 탐색모델 

회귀분석(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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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찾아서 과거와 현재의 비즈니스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 선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데이터 분석 기법 

미래 예측 

선제적 의사결정 

학습기법 

-학습의 결과가 표현되는 유무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구분됨 

-지도학습: 원하는 결과가 표현된 학습 데이터 이용한 기계학습 

-비지도학습: 원하는 결과가 표현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형태로, 입력에 대해 

학습자가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기계학습 

기계학습 

 

2. 활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마이닝 분류 

 

데이터 마이닝은 활용 목적에 따라 예측 모델과 탐색 모델로 구분된다. 예측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한 

모형을 이 모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자료들에 대한 예측을 목적으로 하며, 탐색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탐색 모델은 서술형 모델(Descriptive Model)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신경망 분석, 의사결정트리, 회귀분석, 베이지안 알고리즘, SVM 및 분류기법 등을 예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경망 분석을 제외한 의사결정트리, 회귀분석, 베이지안 알고리즘 및 SVM 모두는 분류 기법의 한 

종류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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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변수에 따른 데이터 마이닝 분류 

 

목표 변수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도학습(Supervised Data)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Data)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체로 지도학습은 예측 모델의 알고리즘들로 분류되며, 비지도학습은 탐색 모델의 

알고리즘들로 구성이 된다.  

 

4. 대표적인 분류기법 –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은 원인이 되는 값과 결과가 되는 값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기법에 의해 조사하는 대표적인 

분류 기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는 

분석기법이다.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상관분석(Correlation)은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 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간의 상호관계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산점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그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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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Regression) 상관분석(Correlation)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는 기법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분석하는 기법 

 

 회귀분석의 정의에 사용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등 변수의 유형들과 다양한 유사명칭들을 확인하고, 회귀분석을 

표현하는 상관 관계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회귀분석의 유형을 확인해 보자. 

 

1) 변수의 이해 

 

독립변수 종속변수 

설명변수 반응변수 

예측변수 목표변수 

방정식에서 X 값 방정식에서 Y값 

Input output 

이제 어떤 이름으로 나오더라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할 수 있다. 

 

2) 관계의 이해 

 

선형관계 비선형관계 단조관계 

   

선형관계는 위와 같이 우측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양의 선형관계와 반대로 우측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음의 

선형관계가 있다. 단조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시에 증가하기는 하지만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은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수 또는 직선의 상관관계인지 곡선의 상관관계인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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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유형의 이해 

<독립변수 수에 따른 유형> 

독립변수 수 유형 회귀식(사례) 

독립변수 

1개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수 

2개 이상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y=절편, ß는 기울기로, 독립변수 1개를 가지는 회귀식은 기울기가 있는 직선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종속변수 수에 따른 유형> 

종속변수 수 유형 

종속변수 

1개 
일변량 회귀분석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수 

2개 이상 
다변량 회귀분석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른 유형> 

이산형 연속형 

종속변수 Y가 이산형 변수 종속변수 Y가 확률값을 갖는 연속형 변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직교회귀분석 (Orthogonal Regression Analysis)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aysis 

  

- 직교회귀분석은 종속변수 Y값과 방정식간의 직각거리를 최소화하는 분석기법 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분화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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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귀분석 관련 용어, 변수 및 그에 따른 유형의 이해를 위한 마인드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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