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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Tensorflow에서 일반 선형회귀를 사용하면 각 특징들

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Weight)과 보정값을 텐서변수로 

선언해 학습시킨 출력과 예측된 출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cost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런 텐

서변수의 특성을 활용해서 입력을 모두 텐서변수로 치환

한 후 학습을 시켜 텐서변수가 선형이 되도록 변수의 위

치를 찾아갈 수 있게 한다.

▶▶ 그림 1. 일반 데이터셋과 변수학습 후 데이터셋의 

그래프

Ⅱ. 비교 분석

1. 비교 자료

  두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해 대학생의 수면시간 예측 

모듈을 각각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비교해보았다.

  수면 데이터셋으로는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

인으로 연령, 직업이 있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성별이 

있으나[1][2], 직업으로는 대학생으로 고정하고 연령을 1

년 단위로 조사해 이를 통해 수면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

을 만들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2017년 4월 4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SNS를 통해 

무작위 사람들의 연령, 성별을 입력 받고, 추가적으로 영

향을 끼칠만한 요인으로 전날 수면을 취한 시간 및 당일 

날 잠에 든 시간을 선택했고, 알람 없이 일어난 날의 수

면시간을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데이터셋 안에 있는 모든 입력을 텐서변수로 치환하고 

각각의 weight와 곱하고 보정값을 더해 입력한 결과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weight과 입력 변수를 조정한다.

                       (1)

(1)식을 이용해 학습시킨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입력으

로 예측을 하게 되면 입력이 데이터셋을 벗어났을 때 예

측이 불가능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셋 안의 모든 입력을 정렬된 배열로 만들

고 입력이 배열의 두 원소 사이에 있다면 

  (2)

(2)식을 적용해 X을 weight에 곱하는 것으로 예측값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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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선형회귀는 여러 학문에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다. 하지만 선형 회귀는 입력에 따른 출력이 무

조건 선형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곡선형을 이루거나 출력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

는 경우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수를 학습시켜 선형 구조를 이루기 위해 변수가 어느 위치로 가야 하

는지를 다시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일반 선형회귀와 변수학습 선형회귀 간의 차이를 비교했고, 

cost가 줄어들며 데이터셋에 좀 더 근접한 모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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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변수학습 선형회귀를 사용했을 때 cost가 1.95000에서 

1.41566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아래 표들은 22세 

남학생에 전 날 24시 잠에 들어 7시간동안 잔 것을 기준

으로 입력을 하나씩 변화시켰을 때 잠잘 시간을 예측한 

결과다.

표 1. 잠에 든 시간에 따른 수면시간 비교(단위 : 시간)

 
표 2. 나이에 따른 수면시간 비교(단위 : 시간)

 
표 3. 전날 수면시간에 따른 수면시간 비교(단위 : 시간)

일반선형회귀 변수학습 선형회귀

4시간 9.979 11.497

5시간 9.224 9.662

6시간 8.468 8.607

7시간 7.713 7.762

8시간 6.957 7.764

9시간 6.202 6.720

10시간 5.446 5.349

 표 4. 성별에 따른 수면시간 비교(단위 : 시간)

Ⅳ. 결론

  변수학습 선형회귀 데이터셋의 형태가 직선이 아닌 데

이터들을 타겟으로 학습했을 때 일반 선형회귀보다 더 

낮은 cost와 입력값의 차이가 출력값과의 차이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일반 선형회귀와는 다르게 신뢰할만한 예

측값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표 1에서 변수학습 선형회귀

는 결과가 데이터셋에 치중되어있어 자는 시간대는 연관

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일반 선형회귀와는 

달리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모듈 간의 이식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반선형회귀로 

전체적인 증감을 파악하고 변수학습 알고리즘으로 현실

에 더 가가까운 예측을 얻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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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형회귀 변수학습 선형회귀

20세 8.097 8.086

21세 7.905 7.532

22세 7.713 7.762

23세 7.520 7.693

24세 7.328 7.413

일반선형회귀 변수학습 선형회귀

22시 7.720 7.411

23시 7.716 7.376

24시 7.713 7.762

1시 7.709 8.036

2시 7.705 6.845

3시 7.702 6.215

4시 7.698 7.664

일반선형회귀 변수학습 선형회귀

남성 7.713 7.762

여성 7.775 7.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