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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방대한 양

의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자동적이거나 반자동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Data간의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아내고 모형화 한 후 최적

의 의사결정을 목표로 스스로 정보를 변환하는 수

학적 기법이다. 마이닝에서는 각 개인이 시시각각 

발생시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컴퓨터로 분석한 후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데이터 마이닝의 프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1세기에 세상을 바꿀 10대 발명품 중

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상품으로 언급되기도 하였

다. 본 워크샵에서는 신경망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

램인 Neural Connection을 중심으로 통게적인 논

리 사용법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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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통 인 통계 분석에서는 통계  이론 

모형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는 

하향  방식인데 비해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  

가정이나 제 없이도 자료 속에서 자료구조의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측이나 설명모형을 

만들어 내는 상향 (BOTTOM-UP)방식이라는 

기본  차이가 있다. 즉, 일반 인 통계와 데이

터 마이닝은 근하는 방식이 상반된다. 무엇

보다도 데이터 마이닝은 정상성이나 선형성 그

리고 등분산성 같은 통계  가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일반 인 통계방법에서는 척도(scale)가 

혼재된 변인들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

(dummy) 변수를 만들거나 척도를 미리 통일하

는 과정에서 요하지만 변환시키기 어려운 자

료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게 

가공한 변인들이 정상성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화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척

도의 다변인 자료를 동시에 처리할 때 모수  

가정 고집하는 것은  비 실 이다. 이런 에

서 본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비 모수 (non- 

paramatic) 기법에 가깝다. 

  연구자들은 연구 설계에 맞는 통계를 용시

키려고 노력한다. 가설설정-설계-통계로 이어

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수정되면 나머지도 바꾸

어야 한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능숙하고 빠르

게 시행하는 문가이다. 그러나 신경망 분석

(Neural Networks)에서는 이 과정을 스스로 수행

한다. 신경망 모형은 인간두뇌의 학습과정을 

시냅스 작용을 통한 연산과정으로 재 한 데이

터 마이닝 기법의 일종이다. 이 방법은 실제 

출력 값과 기  출력 값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시냅스 역할을 하는 노드(node)에 가 치를 주

어 조정한 후 그 과정을 신경망 구조가 안정

화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측  분류 모형

을 자가 창출한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어가면

서 수정하는 역- 망 방식(Back-Propagation 

Network)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 과정을 기계

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자들

의 가장 요한 능력은 변인들의 선정과 련 

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산출된 결과의 해석과 

그 응용력이다. 

  기본 인 통계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주

제들에 해 데이터 마이닝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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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을 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

항들이 있다. 첫째, 데이터의 사용이 용이한가

(available) 확인해야 한다. 많은 자료들을 모으

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 다른 형식

(format)으로 보 되어 있거나 컴퓨터 일의 형

태가 아닌 방식으로 입력(coding)되어 있는 경우

가 자주 있다. 데이터를 통일하기 에 각 자

료의 장/단 을 악하고 이를 토 로 분석 방

법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가 풍

부한 설명요소들(factors)을 가지고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마이닝의 결과가 효과 이기 

해서는 보유한 데이터가 다양하고 요한 설명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유용한 설명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 마이닝의 목 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 자체가 어떤 문제에 한 실

마리가 있으면 보다 다양한 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에 심각한 noises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이즈는 오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클 멘타인(Clementine)의 기계학습 

시스템에서는 최고 50%까지 노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Neural Connection에서도 오차 조정 옵

션이 있다. 그러나 결측치나 요소의 속성 변화

가 많을 때 모형의 타당성 자체가 하되는 것

은 당연하다. 넷째, 데이터의 양이 충분한가

(enough) 검해야 한다. 마이닝에서는 데이터

의 양이 을 때 이를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다는 것은 마이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해석이나 신

뢰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

터의 패턴이나 상 계가 복잡하다고 측될 

경우 표집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객 데이터와 

라이버시(privacy)에 한 문제이다. 라이버

시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으나 CRM시스템이 

차 강력해지고 데이터 마이닝과의 결합이 이루

어짐에 따라  더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을 비즈니스

에 사용하면서 법 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

했다. 만약 기업들이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출

신지 등을 차별 우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

이 일상 이고 당연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 것

인가?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은 우리

나라에서도 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에서는 공정한 정보 행(fair information practice)

이 법률에 의거해 다각 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Web Mining과 Data Farming 등의 기법이 확산

되면서 라이버시 문제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재 신원에 한 정보보다는 익명성의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세 데이터보다는 통

합 데이터를 활용하며 목표 선정보다는 측정

을 한 공공 정보로 데이터 마이닝을 권장하

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의 한계는 그 자체의 

기법 인 제약이 아니라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법률 인 규제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