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 Mining 
Introduction



“(         )은 절하고, (        )은 악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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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절하고, (        )은 악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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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추론

과거사례/데이터로부터 명제나 패턴 추출

인간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적 활동



귀납적 추론

•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뜬다.
•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다. 
• 비가 오면 젖는다.  



귀납적 추론

• “미국인들은 부유하다.”



귀납적 추론

• “부유한” 미국인? 



귀납적 추론

• “일본인들은 날씬하다.” 



귀납적 추론

• “날씬한” 일본인? 



귀납적 추론

• 귀납적 추론의 정확도는
– 과거 사례의 수가 충분한가? 
– 과러 사례의 질이 좋은가? 



데이터마이닝

정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귀납적 추론

대규모 데이터의 탐색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명제나 패턴을 찾는 과정



다른 이름

• 애널리틱스
• Advanced 애널리틱스
• Predictive 애널리틱스
•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애널리틱스 분류

• 3 가지 데이터



숫자 애널리틱스

• 자연 현상 IoT 데이터
– 지진, 기상, 토질

• 자동차, 장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IoT
• 인간의 행동 데이터

– 이동, 구매, 시선, 뇌파



텍스트 애널리틱스

• 제품/서비스에 대한 AS 내역은? 
• 공정 엔지니어의 검사/이상상황 코멘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 소셜 미디어에 표출된 소비자 반응
•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서비스는? 



이미지 애널리틱스

• Object recognition
– 테러리스트 인식

• Image 자동 태깅 및 검색

• Image classification and clustering
– 불량 분류



데이터마이닝



애널리틱스

• 인사이트 (Descriptive) 
– Business Intelligence 
– 연관분석
– 클러스터링

• 포사이트 (Predictive) 
– 예측/분류
– 이상탐지



애널리틱스

• 인사이트 (Descriptive) 
– Business Intelligence 
– 연관분석
– 클러스터링

• 포사이트 (Predictive) 
– 예측/분류
– 이상탐지



자동차 Dashboard

electronics.howstuffworks.com



BI  “dashboard”

bitools.org 



BI “dashboard”

• 마케팅 “이메일 캠페인 효과 측정”
• 의사결정 변수

– 채널, 메시지, 가격, 날짜, 시간, 고객, 상품

• 효과
– 반응률 및 수익률

Stephen Yu, Computer World



BI “dashboard”

• 제조공정 “공정 파라미터 효과 측정”
• 의사결정 변수

– 온도, 속도, 압력, 농도, 장력

• 효과
– 불량률 및 품질수준



문제들간에어떤관계가있는가?

“pipe”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

“pipe”, “support”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



문제들간에어떤관계가있는가?

“pipe”, “support”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

“pipe”, “support”, “add”가 함께 등장하는 검사문서

“shake”도 함께 등장함

“파이프(pipe)가 흔들리니(shake), 

지주(support)를 추가(add)하라”



문제들간에어떤관계가있는가?

“파이프(pipe)가 흔들리니(shake), 지주(support)를 추가(add)하라”

언제, 어디서?

“공사 중반, Topside General, Hull, P5,6,7 Module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빈
도

발생하는 장소

공사 기간
전체 검사문서 등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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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틱스

• 인사이트 (Descriptive) 
– Business Intelligence 
– 연관분석
– 클러스터링

• 포사이트 (Predictive) 
– 예측/분류
– 이상탐지



연관분석
Association Mining

• 슈퍼에서 함께 팔리는 물품은 ?
• 영화 A를 본 사람은 영화 B를 본다 ? 
• 74번 공정을 거치는 블록은 35번 공정을
거친다. 



연관분석
Association Mining

•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조건 파악 또는
• 동시에 구매되는 물품 파악

• 방법론
• A Priori algorithm 



연관분석 결과

http://gerardnico.com/wiki/data_mining/association



연관분석 결과

http://www.hypertextbookshop.com/dataminingbook/public_version/contents/chapters/chapter002/section001/blue/p
age002.html



연관분석을 통한 추천



애널리틱스

• 인사이트 (Descriptive) 
– Business Intelligence 
– 연관분석
– 클러스터링

• 포사이트 (Predictive) 
– 예측/분류
– 이상탐지



군집화
Clustering 

• 고객들을 유사한 사람들끼리 군집화, 타
겟 마케팅

• 유사한 주식 시장 상황끼리 군집화
• 사용 패턴이 유사한 에어컨 실내기 들을
군집화



군집화
Clustering 

 유사 데이터들의 군집화
 Unsupervised, Exploratory Knowledge Discovery

방법론
 K-means, Agglomerative, Competitive Learning



군집화

Recency 구입한지 얼
마나 지났나? 

Frequency 최근 1
년간 몇 번 구매? 

Monetary 최근 1
년간 총 구매액? 



다차원? 



군집화 결과

http://journal.frontiersin.org/Journal/10.3389/fnhum.2012.00301/full



군집 특징 파악

• 마케팅
• “주로 30~40대 여성이며 학부형일 가능성
이 많으며 그들의 주 거주지는 청담 지역
이며 생활수준이 매우 높으며, 피트니스와
맛집 탐방의 라이프 스타일”

• 식으로 우량 고객을 묘사



Other “customers”?

• Voters 

• Employees

• Central Bankers

• People  



www.mercurynews.com campaignstops.blogs.nytimes.com

유권자

http://www.mercurynews.com/presidentelect/ci_21811375/2012-mining-data-about-voters-and-then-nanotargeting
http://campaignstops.blogs.nytimes.com/2012/04/


애널리틱스

• 인사이트 (Descriptive) 
– Business Intelligence 
– 연관분석
– 클러스터링

• 포사이트 (Predictive) 
– 예측/분류
– 이상탐지



Predictive analytics

• 마케팅
– 특정 고객의 미래의 특정 행동 가능성을 통계
적 확률 또는 점수 (score) 로 추정

• 제조
– 특정 lot 가 경험한 현재 제조 환경으로부터
미래의 품질 수준을 확률 또는 점수 (score) 로
추정



관심 event 또는 target

• 마케팅의 경우
–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와 비사용자, 
– 캠페인에 반응한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 
– 크레딧을 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 고정 고객과 단발성 고객, 
– 높은 수익률을 주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 자주 찾는 고객과 가끔씩만 들르는 고객



관심 event 또는 target

• 제조/품질의 경우
– Lot 단위의 정상과 불량
– 선박 건설 소요 기간
– 최적 sinter belt 스피드
– 최적 Roll Force
– 필드 클레임 불량



관심 event 또는 target

• 1 단계: 타겟에 대한 수학적 정의
•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의 수학적 의미

– 얼마 이상? 5백만 원? 
– 어느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는가? 
– 어느 채널로? 
– 한 번에? 아니면 1년 동안? 외상은? 



• 우량 고객 30만 가운데 4,887명 플래티넘
카드 사용자

• 나머지 295,123 명 비 사용자 가운데 누구
를 타켓팅 할 것인가?



관심 event 또는 target

• 2단계: 타깃과 타깃이 아닌 두 집단의 차이
를 변별하는 변수를 찾는 작업

• 빅데이터는 수천 개의 변수 고려
• 이 모든 과정이 수학적으로 이루어짐

– 직관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변수들도 유용
하지 않다면 버려지고

– 많은 변수들은 합쳐지기도 하고, 숫자의 경우
그룹으로 나누어지던가 공식을 통한 변환을
겪기도 함



• 특급호텔 11만원 이상 & 항공사 이용
– 787명 (Platinum 93.1%)

• 골프장 48만원 이상 & 일식 10만원 이상 & 항공사 이
용 안 함
– 151명 (Platinum 92.7%)

• 골프장 7만원 이상 & 일식 24만원 미만 & 특급호텔
11만원 미만 & 항공사 이용
– 90명 (Platinum 93.3%)



관심 event 또는 target

• “알고 있는 확실한 정보”로 “지금은 알 수
없는 대상”을 예측



애널리틱스

• 인사이트 (Descriptive) 
– Business Intelligence 
– 연관분석
– 클러스터링

• 포사이트 (Predictive) 
– 예측/분류
– 이상탐지



예측/분류
Prediction /Classification        

• 특정 고객이 마케팅 켐페인에 반응할 확률
• 휴대폰 고객이 향후 6개월 내에 이탈할 여부
• 다음 주 주가 상승 여부 = f(최근 주가 추이, 경
제환경)

• 숙성 중인 와인의 품질 예측
• 제조 중인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 예측
• 어느 지원자를 선발해야 들어와서 일 잘할까? 



예측/분류

종속변수(y)를 독립 변수 (x) 들의 함수 (f) 로
적합, 

즉 y = f ( x )  

방법론: 회귀분석,  신경회로망, 사례기반
추론, 의사결정나무





13개월차:이탈

9개월차:이탈결정

가입

7개월차
고객관리 !

20%

5%



관객수 70% 증가



애널리틱스

• 인사이트 (Descriptive) 
– Business Intelligence 
– 연관분석
– 클러스터링

• 포사이트 (Predictive) 
– 예측/분류
– 이상탐지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 보험, 세금, 신용카드 사용 사기 탐지
• 반도체 공정의 이상 상황 예지
• 헬스 모니터링에서 이상 상황 예지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 정상적인 상황을 학습하여,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이해한 후, 

•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반응함. 
• 정상 상태 데이터는 풍부하나, 비정상 상태 데이터
가 아주 부족하거나 없음

• 방법론
• Unsupervised Learning, Normal boundary 

Learning, Distance based Model 



이상 탐지 결과

http://dnene.bitbucket.org/docs/mlclass-notes/lecture16.html



프로세스



Diamond 마이닝



Diamond 프로세싱



Diamond 디자인



Data

• 마이닝
– 데이터의 산에서 패턴, 명제, 수식 발췌

• 프로세싱
– 비즈니스 문제와의 연관성 파악 및 검증

• 디자인
–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변환



Data

• 여기에서는 역순으로

• 디자인: 비즈니스 문제 정립, 적용 및 평가
• 프로세스: 인사이트, 포사이트 도출
• 마이닝: 전처리, 모델링



5 단계 문제 해결 절차

1. 비즈니스 문제 정립
2. 분석 계획 도출
3. 데이터 확보
4. Insight / Foresight 도출
5. 비즈니스에 적용 및 평가



어떻게 시작하지? 



옳은 질문하기

•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데이터 생성,저장,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필수 질문: 유형 1

• “어떤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 우리 사회 트렌드 변화는?
–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서비스는? 
– 어느 고객이 이탈할 것인가?
– 어떤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할까? 
– 공정 데이터로부터 불량 탐지를 어떻게? 
– 어느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가? 

• Return 은 얼마나? 



필수 질문: 유형 2

•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지?
– 쏟아져 나오는 Data의 저장은 어디에? 
– 실시간 의사결정을 어떻게? 
– 데이터 통합은 어떻게? 
– 누가 분석하지? 
– 분석가들에게 어떤 SW package를?   
– 외부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하지? 

• 인프라 Invest 를 얼마나 하지? 



질문의 순서

Return 먼저

Invest 나중에



질문의 순서

Why 먼저

How 나중에



R first, I later 

• Proof of Concept 
•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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