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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見不如一打

코드를 한번 쳐보고 실행해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으뜸 공부법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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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서적이 매일같이 출판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모델링의 기술(알고리즘)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 지식을 손에 넣지 않으면 분석 모델을 작성할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실무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 전처리’

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성공여부는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어떤 방식으로 특

징량1을 작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분석 목표’와 ‘데이터 형식’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주목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전처리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원래는 IT엔지니어를 위한 체험학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본문 중에서 다루는 구현내용을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에서는 ‘예측’을 주된 분석 목표로 삼아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룹니다. 구현작업은 

데이터 분석의 프레임워크 CRISP-DM2을 따라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에 가까운 형태로 전

처리의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또 각 장에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문제를 준비했

습니다. 본문을 읽고 기초체력을 다진 후에 연습문제에 도전하여 응용기술을 습득해주기 바랍니다.

대상독자

이 책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구현해나갑니다. 따라서 파이썬의 기본문법을 이해하고 쓸 수 있

는 독자라면 데이터 분석 경험이 없을지라도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분

석도, 파이썬도 모두다 첫 경험”인 독자라도 프로그래밍 사고에 저항감이 없다면, 자신이 익숙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책의 전처리 방법을 전부 구현해보고 나면 분석 목표와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전처리를 

실행하고 특징량을 작성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

고 싶다”, “이를 위해 전처리의 기초를 익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3월 아다치 하루카

1　 역자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수치로 표현한 것, 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2　 역자주  CRoss-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CRISP-DM)은 동명의 컨소시엄에 의해 제창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프

로세스 모델입니다. 워터폴과 같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각 실행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지은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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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요즘은 어디에서나 AI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가전 분야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인터

넷에서 전투기까지, 심지어는 21세기의 재앙이라 불리는 코로나19용 의약품의 개발에까지, 격세

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I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능력 외에 통계와 수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I가 통계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통계와 수학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

다. 특히 통계 분야의 기초지식을 함께 공부하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한, 이 책은 앞 부분을 이

해하지 못하면(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처리 작업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앞부분으로 돌아가 반복해서 학습하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또는 AI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AI도 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AI에 주어지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통

계적인 방법 등으로 처리된 데이터이어야 합니다.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하기 쉬운 정

형 데이터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자연어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

습니다. 각 데이터별로 목표를 정해두고 필요한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 작성, 평가, 배포/

공유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단계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면, 데이터의 이해부터 다시 학습해주기 바랍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한글 처리를 위해서 한글 자연어 처리 패키지 “KoNLPy(코엔엘파이)”를 사용

하였습니다. 또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 패키지 “NLTK”와 “Okt”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개발자 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백견이 불여일타”입니다. 그만큼 실습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부록으로 준비한 각 

툴에 대한 설명과 각 장마다 준비된 연습문제를 활용하여 앞으로 더욱 심화할 AI 시대에 능력 있

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이 책도 다른 모든 책이 그렇듯이 여러 사람의 인내와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거듭되는 연장요구

를 기분 좋게 들어주셨던 임성춘 편집장님, 허접한 문장을 다듬어 주신 홍원규 님, 예쁜 책을 만들

어 주신 심용희 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신 조휘용 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인고의 시간을 견뎌준 아내 윤주와 유일한 팬이 되어준 딸 이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떨치는 동경에서

역자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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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bage In, Garbage Out”

전통적인 프로그램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가 입력되어 데이터가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프로그

램도 데이터를 자료형의 형태로 제대로 입력해주어야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듯이, 인공지능 또

한 데이터를 전처리라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형태로 입력해주어야 학습된 결과가 제대로 출력되는 

것은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즉, 올바르지 못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원하는 결과물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 받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입문서’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전처리하는 기초적

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

루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

썬Python 언어를 사용하면서, NumPy, Pandas 등 라이브러리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시

각화하고,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구석구석에 연습문제

를 출제하여 독자가 한번 더 내용을 숙지하여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

니다. 꼭 연습문제는 지나치지 말고 풀어볼 것을 추천하고, 답을 보기 전에 직접 생각해보고 풀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간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간혹 문장 표현에 일본 어투가 포함되어 있어 어

색할 수 있지만, 내용 및 개념을 숙지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게끔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따라

하다 보면 책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사용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6, 7장에서 다루는 이미지 및 텍스트 데이터

는 부록과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사용자 환경에 따라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환경을 잘 판단하여 구글 코랩 등 무료 클라우드 환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내용을 통해 배운 방법을 평소에 적용하고 싶었던 데이터셋에 사용해보거나 캐글과 

같은 데이터 분석 대회에 참가하여 직접 사용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알아가기 전에 이 책에서 기

본적인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배우고 흥미를 느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조휘용, 『백견불여일타 딥러닝 입문 with 텐서플로우 2.x』 저자

감수자의 글

백견_전처리입문(END).indd   6 2020-09-16   오후 4:41:05



개발 환경 안내

개발 환경과 동작 환경

이 책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개발 환경

 ● 클라우드 환경 : 서비스 제공자(메이커)의 환경에 의존

 ● 로컬 환경 : 

- OS：Windows10 Home 64bit

- 플랫 폼：Anaconda3-2018.12

- 개발언어, SDK, 라이브러리 등：

  Python 3.6.8, Jupyter 1.0.0, JupyterLab 0.35.3, Pandas 0.24.1, Numpy 1.15.4, 

Matplotlib 3.0.2, Scikit-learn 0.20.2, OpenCV 4.0.0.21, TensorFlow 1.12.0, Keras 

2.2.4, KoNLPy 0.5.2, NetworkX 2.2, WordCloud：1.5.0

동작 환경

 ● OS：Windows10 Home 64bit, Windows10 Pro 64bit
 ●  플랫폼 등： Anaconda3-2019.13, Python 3.7.3, JupyterLab 0.35.4, RapidMiner Studio 

9.2.001, Gephi 0.9.24

책 발행 후의 추가 정보

이 책이 발행된 후에 기재 내용의 보충이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음의 사이트에 게재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참조해 주십시오.

www.roadbook.co.kr/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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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의 주요 구성요소

 ●  이 책의 실습과제인 [함께 해봐요]는 눈으로만 보아도 알 만한 예제라도 하나하나 직접 키보드

로 입력해 보면서 학습해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며 예

제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78    

[함께 해봐요 3-13] 전처리를 위한 코드 입력

01 import pandas as pd
02 

03 bank_df = pd.read_csv('bank.csv', sep=',')
04 bank_df.head()

[실행결과]

[그림 3-16] 분석 데이터 세트

셀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

데이터의 행수(건수), 열수(항목수)와, 각 항목의 데이터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3-14] 각 항목의 데이터형 재확인

01 print(bank_df.shape)
02 print(bank_df.dtypes)

[실행결과]

항목명 데이터형

age int64

job object

marital object

education object

default object

balance int64

housing object

loan object

contact object

항목명 데이터형

day int64

month object

duration int64

campaign int64

pdays int64

previous int64

poutcome object

y object

dtype: object

[표 3-7] 데이터 각 항목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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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봐요 3-13] 전처리를 위한 코드 입력

01 import pandas a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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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bank_df.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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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행수(건수), 열수(항목수)와, 각 항목의 데이터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3-14] 각 항목의 데이터형 재확인

01 print(bank_df.shape)
02 print(bank_df.dtypes)

[실행결과]

항목명 데이터형

age int64

job object

marital object

education object

default object

balance int64

housing object

loan object

contact object

항목명 데이터형

day int64

month object

duration int64

campaign int64

pdays int64

previous int64

poutcome object

y object

dtype: object

[표 3-7] 데이터 각 항목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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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행:	Pandas를	as pd로	로드합니다.	이후	Pandas의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pd를	사용합니다.

•		3행:	read_csv	메서드를	사용해	앞에서	업로드한	bank.csv	파일을	읽어	들이고,	데이터	프레임	bank_df

에	저장해	놓습니다.	read_csv	함수의	첫	번째	인자에는	파일명	‘bank.csv’,	두	번째	인자에는	식별문자	‘,’

(콤마)를	지정합니다.

•	4행:	head	메서드를	사용해	bank_df의	앞에서부터	5행까지	표시합니다.

셀을 실행하면 [그림 3-4]와 같은 실행 결과가 표시됩니다.

bank_df의 끝에서 10행까지 표시하세요연습문제 1 |

일정시간	노트북을	조작하지	않으면	내용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커널의	재시작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자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시작이	필요하게	되면	브라우저의	탭을	종료하고	

다시	주피터랩에	접속합니다.

주의

이	책의	내용에	따라서	구현해	나갈	때	곳곳에	나오는	연습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풀어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연습문제의	결과를	사용해서	설명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의 행수(건수), 열수(항목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3-2] 데이터의 행수와 열수 확인

01 print(bank_df.shape)

shape를 사용해서 bank_df의 행수, 열수를 표시합니다. 데이터의 행수는 7234, 열수는 17입니다.

데이터형Data Type도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3-3] 데이터형 확인

01 print(bank_df.d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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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_연습문제 해답

연습문제 1

[함께 해봐요 3A-1]

01 1 bank_df.tail(10)

tail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bank_df의 뒤에서 10행까지 표시합니다.

[실행결과]

[그림 3A-1] 분석 데이터 세트

연습문제 2

[함께 해봐요 3A-2]

01 print(bank_df.isnull().sum(axis=1).sort_values(ascending=False))

Pandas의 Series형은 sort_value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ascending=False로 하면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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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봐요 3-21]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 행수가 같다는 조건 아래 두 개의 데이터를 수평

으로 결합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테이블)에 포함된 결합 키를 사용해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합 방법에는 내부 결합Inner Join, 외부 결합Outer Join, 좌 결합Left Join, 우 결합Light Join, 네 종류

가 있습니다.

고객 ID와 성명 데이터가 결합된 테이블 A와 고객 ID와 주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

블 B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하겠습니다.

[그림 3-22] 테이블 A(왼쪽)와 테이블 B(오른쪽)

 ● 내부 결합: 두 개의 테이블 키(ID)가 일치하는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 외부 결합: 두 개의 테이블 키(ID)와 그것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추출합니다.

 ● 좌 결합: 왼쪽 테이블(테이블 A) 키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 우 결합: 오른쪽 테이블(테이블 B) 키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Pandas를 사용해서 이 결합의 이미지를 표현하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3-23] Pandas를 사용한 결합의 이미지 표현

01 A = pd.DataFrame({'ID': [1, 2, 3], '성명': ['아다치 유', '우라시마 타로', '릭 텔레컴']})
02 B = pd.DataFrame({'ID': [2, 3, 4], '주소': ['용궁성', '동경', '이스타섬']})
03 

04 inner_tab = pd.merge(A, B, on='ID', how='inner')
05 left_tab = pd.merge(A, B, on='ID', how='left')
06 right_tab = pd.merge(A, B, on='ID', how='right')
07 outer_tab = pd.merge(A, B, on='ID', how='outer')

컬럼
보충지식 1 데이터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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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책의 학습 방법

 ● 먼저 1장과 2장을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전처리의 개념을 배웁니다.

1장과 2장은 이론 파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과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전

처리가 어떤 단계에서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웁니다. 

 ● 이론 학습 후에 개발 환경을 설정합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합니다. 실습에 앞서 [부록 1. 주피터랩 로컬 환경 구축]

을 참고하여 개발 환경을 설정합니다. 이 책의 실습은 주피터랩을 기반으로 하지만, 코랩이

나 기타 여러 개발 환경에서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 3장~4장은 정형 데이터의 전처리를 배웁니다.

데이터는 표현 방법에 따라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로 나뉩니다. 정형 데이터에는 고객 데이터

나 구매 이력 등과 같이 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을 가

정하고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 5장~7장은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를 배웁니다.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를 배웁니다. 더 나아가 시계열 데이터, 자연어 데이

터의 전처리 방법을 배웁니다.

 ● 7장까지 학습한 후 부록의 모델 작성이나 기타 응용파트를 학습합니다. 

3. 이 책의 실습 환경과 예제 다운로드

 ●  이 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 주피터를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물론 코랩에

서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 예제 소스는 로드북 사이트와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roadbook.co.kr/242

cafe.naver.com/codefirst

4.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함께 공부합시다.

백견불여일타 시리즈는 시리즈 이름대로 실습형 입문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리즈 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HTML5,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이어베이스, C#, Vue.

js, 딥러닝 독자분들이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

하며 어렵게 학습하는 입문자들에게 힘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 주소 : cafe.naver.com/code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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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실무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분석의 진행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

석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면 우선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과제가 불명확하면 분석해서 수치값을 

얻었다고 해도 그 값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특징량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공부할 때는 모델 

작성 알고리즘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알고리즘의 사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데이터를 

전처리하지 않으면 성능이 좋은 모델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2장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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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모습과 진행 방식을 이해하려면 CRISP-DMCRoss-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 프레임워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출처1). 이 프레임워크는 순서

대로 비즈니스 이해Business Understanding, 데이터 이해Data Understanding, 데이터 준비Data Preparation, 

모델 작성Modeling, 평가Evaluation, 배포/공유Development의 6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해

배포/공유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 작성

평가

데이터

[그림 2-1] CRISP-DM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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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이해

이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목적과 함께 분석 목표와 성공의 판단 기준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과 같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은행에서 정기예금 계약을 위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과거의 경험에 의거해 잠재고객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 년간은 신규고객의 계약 건수가 주춤하고 있고 실패 건수가 눈에 띄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걸면 걸수록 인건비만 늘어나므로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목적은 ‘계약 건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현재 상태(As Is)와 목표 상태

(To Be)를 정의하고 그 공백을 채워나가는 것을 과제로 하겠습니다.

As Is (현재 상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정성적)

•숙련자는 어느 고객부터 먼저 전화를 걸면 좋을지

   예상이 되지만, 초심자는 경험이 많지 않아 예상이

   불가능함

•데이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정량적)

•경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원이

   계약 잠재력이 높은 고객부터 먼저 전화를

   걸 수 있음

To Be (목표 상태)

[그림 2-2] As Is와 To Be의 예

앞선 예에서 설명한 숙련자와 초심자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과제로, ‘계약 잠재력이 높은 고

객을 발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성공의 판정 기준은 ‘납득할 수 있는 ROIReturn on 

Investment(비용 대 효과)가 될 때까지 신규고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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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이해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확

인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왜 데이터를 취득했는가?

•데이터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취득했는가?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데이터를 취득할 때 빠진 사항은 없었는가? 완성되어 있는가?

•데이터에 결손값과 범위 외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가?

•데이터의 항목 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분석자는 스스로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자와도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후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BI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1장.2절’과 [보충지식 1]에서는 데이터로부터 현

재 상태를 파악하는 BI를 설명했습니다만, B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대표값을 찾아내고, 

시각화하면 그냥 데이터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 히스토그램과 꺽은선 그래프에 의한 시각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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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준비

데이터를 이해했다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대상이 되는 

데이터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장.2절’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소개했습니다. 이들 

데이터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정형 데이터의 예 비정형 데이터의 예

고객 데이터 및 구매 내역 등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없다.

이미지 문장(텍스트)

음성

[그림 2-4]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나 구매 이력 등과 같이 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

다. 이와 같은 종류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주로 이미지나 음성, 문장(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

터에 비해 크기가 커서 취급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전처리에 사용하는 방법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3장.3절 모델 작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전처리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세스의 전체 실행시간 중 60%∼70%,  

경우에 따라서는 90%를 차지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특징량을 작성할 것인가’가 다음 단계에서 작성하는  

‘모델의 성능(정확도)’을 좌우합니다. 더욱이 비즈니스 이해 단계에서 설정한 분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충분하게 설정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분석 목적에 따라 전처리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단계의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며, 자동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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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징량이란?

특징량이란 용어를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특징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용어를 이

해하려면 먼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머신러닝은 오늘날에 자주 사용

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데이터에 숨어있는 룰(규칙성)과 패턴을 기계가 학습에 의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데

이터량이 수십 건 정도로 적다면 인간이 직접 룰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세

계에서의 데이터량은 대규모로 크며 구조 또한 복잡해서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

다. 그러므로 데이터 처리를 기계에 맡기게 되는데, 처리를 담당하는 기계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할수록 처리 효율이 향상됩니다.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머신러닝

특징량의 추출

특징량의 학습

룰과 패턴

모델

[그림 2-5] 머신러닝의 구조

기계는 먼저, 입력 데이터(학습 데이터)를 받아서 특징량을 추출합니다. 특징량이란 각각의 데이터

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특징량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할 것인가는 인

간이 정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량의 개념을 파악하기 쉽도록 [그림 2-6]을 사용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걸어오

고 있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별해(분류) 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루엣이 아니고 ‘수

치’나 ‘Yes/No’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어떤 속성을 이용해야 될까요?

162cm

58kg

1.2

38cm

나이

출신지

키

체중

시력

머리카락의 길이

스커트의 착용 유무

하이힐의 착용 유무

목젖의 유무

43세

경상도

예

예

작음

[그림 2-6]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착안해야 될 속성은?

백견_전처리입문(END).indd   38 2020-09-16   오후 4:41:09



2장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와 환경    39

나이, 출신지, 키, 체중, 시력에 착안해서 남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속성으로 결과를 단언하

기에는 그 특징이 미약합니다. 유효한 속성은 머리카락의 길이, 스커트의 착용 유무, 하이힐의 착

용 유무, 목젖의 유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효한 속성은 목젖의 유무겠죠? 목젖이 있는지 없

는지 관찰하면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림 2-6]의 표를 입력 데이터라고 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속성 전부가 특징량이 되며, 또 목젖

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특징량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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