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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으며, 파이썬, SQL, 엑셀을 능숙

하게 다룰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 나누기를 좋아하고, 데이터 과학자로서 평생 공부하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소망하고 있다. 개인 위챗 계정에서 데이터 분석, 머

신러닝, 웹 크롤링,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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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한문학을 전공하며 자연스레 중국어와 일본어를 익히게 되

었다. 중국, 스페인, 일본 등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와 외국어를 접했고, 

공부에 매진해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수

준이 되었다. 일본에서 웹과 ADAS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비건인증원에서 웹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신기술과 최적화에 관심이 

많으며, ‘젊음을 값진 모험과 바꾸자’는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노

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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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라고 하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쉽게 연상시키는 단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

다. 그만큼 엑셀은 보편화되어 이미 회사의 다양한 업무에서도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엑셀도 버전을 거듭하며 새

로운 기능과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따라 엑셀만으로도 충분히 만

족할 만한 결과와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한 사용자는 하루 업무의 시작과 끝을 엑셀과 함

께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엑셀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처리 속도와 기능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사용자도 많을 것입니다. 이 부

분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파이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엑셀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엑셀과 대화하는 방식과는 다른 부분

이 있으므로,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

이썬은 엑셀에 비하면 사용자와 덜 친화적이지만, 다재다능함과 속도 면에 있어서는 파

이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엑셀의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파이썬에 적용해 파

이썬과 대화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엑셀에 익숙하지 않거나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 모두에게 엑셀과 파이썬의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편리하고 시각적인 데이터 관

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엑셀의 단점을 파이썬의 장점으로 보완하여 보다 효율

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코드와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내용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코드를 직

접 입력해 보고 실행하면서 결과를 확인하고, 에러를 고쳐 나가면서 코드와 친숙해지는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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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파이썬을 익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이썬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옮긴이 이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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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자의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PC부터 모바일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PC 시대는 키보드, 스캐너 등의 기기를 통해 정보의 디지

털화가 진행되었으며, 모바일 시대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GPS, 자이로 센서 등을 통

해 위치와 움직임 추적, 행동 선호도, 감정까지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

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2EB의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참고로, 1PB는 1,024TB, 1EB는 

1,024PB입니다). 2011년에 이르러서는 1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가 1.82ZB(1ZB=1,024EB)에 

달하게 되어, 데이터는 이미 인류가 생성한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정보에서 상품, 상품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익숙한 

것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온라인 광고의 맞춤형 마케팅, 전자 상거래의 맞춤형 추천, 

온라인 금융의 얼굴 인식 등을 위한 인터넷 효율의 향상은 전통적인 정보와 사물인터

넷, 그리고 디지털화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거나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책에

서 설명하는 엑셀과 파이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과 파이썬은 데이

터 분석가가 대량의 데이터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고 모형

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저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리, 데이터 추출, 데이터 시각화 

등 여러 각도에서 일상 업무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또

한 엑셀과 파이썬의 처리 과정을 비교하여 둘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파이썬을 사용한  

추 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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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려줍니다.

비록 저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파이썬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와 모델링의 효율성, 편의

성, 머신러닝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실무자들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

는 것은 필수이며, 엑셀에서 파이썬으로의 학습 방법은 데이터 분석을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얀핑(王彦平)

《从Excel 到Python—数据分析进阶指南(엑셀에서 파이썬까지-데이터 분석 고급 안내서)》, 
《从Excel到R—数据分析进阶指南(엑셀에서 R까지-데이터 분석 고급 안내서)》, 

《从Excel 到SQL—数据分析进阶指南(엑셀에서 SQL-데이터 분석 고급 안내서)》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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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집필한 이유
이 책은 데이터 분석 책인 것과 동시에 엑셀 데이터 분석 책이기도 하고, 파이썬 데이터 

분석 책이기도 합니다. 엑셀 데이터 분석을 검색하거나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검색하면 

관련 서적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책이 많지만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집필하는 시점에 데이터 분석과 엑셀 데이터 분석,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모두 결합한 서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의 결합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

수 기술이며,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

석 방법과 분석 대상을 알 수 있으며, 엑셀과 파이썬은 이들 분석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

구입니다. 

파이썬 학습이 필요한 이유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엑셀과 유사한 데이터 분석 도구이며, 동일한 기능을 구

현합니다. 그렇다면 왜 엑셀만이 아니라 파이썬도 함께 배워야 할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량의 데이터 처리 시에 파이썬은 엑셀보다 효율적이다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엑셀과 파이썬의 처리 속도가 비슷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수식이 많을 경우에는 엑셀이 매우 느립니다. 이때 파이썬을 사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

기가 23MB인 테이블(6만 행의 데이터)을 준비하고, 하나의 식에 공식을 여러 번 사용하거나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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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 Vlookup 함수를 사용한 데이터 로딩은 20초

가 걸립니다(성능은 I7, 8GB 메모리, 256GB SSD의 조건입니다). 일부 성능이 낮은 컴퓨터에서

는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 로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을 사용하면 580밀

리초, 즉 0.58초가 걸리므로 엑셀보다 약 34배 효율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파이썬은 쉽게 자동화할 수 있다

엑셀의 VBA도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VBA는 주로 엑셀 내부에서 작동하므로 다른 영역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폴더의 파일 이름을 수정하려면 VBA가 아

닌 파이썬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3. 파이썬은 알고리즘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에도 기초 알고리즘 이해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알고리즘의 기초를 이해하면 

파이썬으로 모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용

자 분류 모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엑셀과 비교하며 학습하는 이유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엑셀의 기본 기능과 같습니다. 

엑셀은 익숙하고 익히기 쉬운 프로그램이므로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과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에 대해 엑셀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각각 확인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에서 하나의 데이터

를 다른 데이터로 바꾸는 데이터 변환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df.replace("Excel","Python") # df의 'Excel'을 'Python'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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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모든 작업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코드를 바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엑셀의 기능에 대응하는 파이썬의 구현 방법을 확인합니

다. 이를 통해 파이썬을 쉽게 접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여 코드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이자 책을 쓴 주된 이유 중의 하나

입니다. 코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이썬 데이터 분석도 엑셀처럼 쉽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학습 방법
기술을 완전히 익히려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인과 관계를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책은 엑셀과 파이썬 작업을 위주로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도구 익히기 ▶▶ 목표 명확화 ▶▶ 데이터 가져오기 ▶▶ 데이터 익히기 ▶▶  

데이터 처리 ▶▶ 데이터 분석 ▶▶ 결론 도출 ▶▶ 결론 검증 ▶▶ 결론 표시의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작

업을 엑셀과 파이썬으로 분류하여 구현합니다. 이 책은 데이터 분석을 체계적으로 학습

하기 위한 매뉴얼이자 실용적인 도구를 목표로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함수를 기억할 필요는 없으며, 모두 기억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

리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학습 방법은 일상 업무에서 필요한 도구나 기능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이 책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 내용이 진행됩니다). 도구들을 사용

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요구 조건을 나열하고 필요한 도구의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도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중복값 삭제는 엑셀과 파이썬 각각의 구현 방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도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가장 적합한 

도구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도구의 사용 방법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현 방법을 생각하고 나서 사용할 도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책의 구성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입문편  주로 데이터 분석의 기초 지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정의와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데이터 분석의 목표, 데이터 분석의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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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편  데이터 분석의 전체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각 단계의 작업을 엑셀과 파이썬으

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파이썬 환경 설정, 파이썬 기초 지식, 데이터 소스 가져오기, 데

이터 개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작업, 데이터 연산, 시계열, 데이터 그룹화, 데이터 피

벗 테이블, 결과 파일 내보내기, 데이터 시각화 등을 포함합니다. 

심화편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의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파이썬을 사용한 보고서 자동화, 자동 이메일 전송,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의 사례 분석 등이 있으며, NumPy(넘파이) 배열의 기본적인 메소드도 소개합니다.

대상 독자
대상 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엑셀 또는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분석가

•	엑셀을 사용하고 있지만 파이썬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은 담당자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타 언어에 비해 어렵지 않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썬이 데이터 업무 담당자에게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입

니다. 이와 같이 파이썬을 학습하기에 앞서 파이썬은 어렵지 않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만 합니다.

감사 인사
먼저, 교육받을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식 계정의 팔로워와 친구

들에게 감사드리며, 덕분에 이 책과 기술 관련 글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쓰는 

의미를 알게 해 준 Huimin, 출판 및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다. 책을 쓰는 동안에도 항상 멀리서 응원해 주고 지원해 준 여자친구에게도 감사합니다.

독자 서비스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perfecris@naver.com 또는 help@jpub.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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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서

엑셀과 파이썬의 기능을 1:1로 비교하며 설명하여 상당히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개발

자들에게는 파이썬이 엑셀보다 자유도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엑셀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엔 상당히 무겁게 동작하지만, 차

트나 피벗 테이블, 함수 등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매크로나 VB 스크립트까지 나아

간다면 더 강력하게 엑셀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엑셀이나 파이썬 어느 것 하나 소홀하

지 않고 기능별로 설명하여 매우 유용하며, 사용자의 취사선택에 따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좋은 책입니다. 편집 품질 또한 뛰어납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수치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표현식의 데이터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실습하며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 고유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데 허들이 될 수 있는 데이터 

다루는 방법을 쉽고, 빠르고,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엑셀

을 파이썬과 병행해 사용하여 입문자에게는 부담 없는 시작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머

신러닝을 시작할 때 알고리즘 학습에 집중하고 싶은데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다루지 못하

는 입문자가 많습니다. 부디 이 책이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와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

원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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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환(JTI)

처음부터 엑셀과 파이썬 모두 잘 다룰 줄 알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초심자는 물론 엑셀과 파이썬 중 어느 하나에만 익숙한 분께 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

니다. 여러 무기를 갖추고 상황에 따라 골라서 휘두를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두 화이팅!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엑셀의 각 기능과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 기

능을 비교하여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쉬운 설명 덕분에 

파이썬 데이터 분석에 부담 없이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 또한 내용 이해가 쉽

도록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엑셀의 기능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엑셀의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엑셀과 파이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책이

지만, 엑셀을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엑셀의 기본적인 설명이 담긴 부분으로 인해 다

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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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편



입문편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분석

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은 통계 이론에 기반하여 전처리한 데이터를 특정 비즈니스 분석 데

이터와 결합하여 관련 비즈니스 분야의 모니터링, 포지셔닝,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운영의 효율

을 개선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성 혹은 결과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맥주와 기저귀(고객의 장바구니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맥주와 기저귀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이 많으

며, 두 제품은 각각 독립적인 구매처럼 보이지만 기저귀를 사는 부모들이 맥주도 함께 구매하는 경

향이 높음을 확인한 사례)의 상관관계처럼 데이터 분석 없이는 기저귀와 맥주의 관계를 발

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각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트 상품 혹은 연관 상품을 패

키지로 판매하여 단가를 높이고, 더불어 수익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세트 조합은 과거 

사용자의 구매 데이터에 기반하므로 데이터 분석 없이는 상품의 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를 

통한 패키지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구글에서 독감의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구글 독감 트렌드’라는 제품을 내놓은 적이 있습

니다. 독감 예측 원리는 일정 시간 동안 특정 키워드(기침, 두통, 발열 등 감기나 독감의 증상)

의 검색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일반적인 감기가 아닌 전염성 독감일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독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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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록 ‘구글 독감 트렌드’의 예측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제품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뒤에 숨겨진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내부의 규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의존해 머리를 맞대고 의사 결정을 진행하던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데

이터 분석을 중시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은 기

업의 일상 업무에서 현황 분석, 원인 분석, 예측 분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1 현상 분석
현상 분석phenomenon analysis은 과거 비즈니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첫째는 각 핵심 지수를 통해 현재 단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알려주고, 기업의 발전 

추세를 파악합니다.

둘째는 기업의 비즈니스 구성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는 단일 업무만이 

아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상 분석은 기업 각 구성의 발전과 변동 상황을 

알려주므로 기업 운영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현상 분석은 일반적으로 일별, 주별, 월별 보고서와 같이 일상 보고서를 이용합니다. 예

를 들어, 전자 상거래 웹 사이트의 일일 보고서 현상 분석은 주문 수, 신규 사용자 수, 

사용자 활성화 비율 및 유지율과 같은 지수의 전년대비 상승/하락 상태를 보여 줍니다. 

만약 회사의 비즈니스 구분을 지역별로 나누어 현상을 분석한다면, 구역별로 더욱 명확

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1.2.2 원인 분석
원인 분석causal analysis을 통해 특정 현상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상 분석으로 기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상승하는 지수와 감소하는 지수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즈니스의 

상태가 왜 좋고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을 사용한다면 그 이유까지 찾

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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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분석은 일반적으로 주제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운영 상황에 따라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날짜의 전자 상거래 보고서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급증한 판매량의 주제 분석을 통해 판매량 

증가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1.2.3 예측 분석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sis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 상황을 이해하고 운영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참조와 의사 결정의 기반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전 추세 예측이 필요합

니다.

예측 분석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분기 및 연간 계획을 작성할 때 주제 분석을 사용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한 방식으로 몇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 분석을 통해 태풍이 접근하면 식료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다음 태풍이 오기 전에 전보다 더 많은 식료품을 준비하여 더 많은 매출을 얻

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분석 대상은 무엇인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도구가 아니라 분석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요?

1.3.1 전체 개요 지수
전체 개요 지수는 통계 절댓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특정 데이터 지수의 전체 규모 크

기와 총량 크기의 지수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판매량은 6,000만 원, 주문량은 

20,000건, 구매자 수는 15,000명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는 모두 개요 지수입니다. 이 개

요 지수는 특정 시간 동안 특정 비즈니스의 특정 지수 절대량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목하는 전체 개요 지수를 핵심 지수라고 부르며, 이 지수의 값은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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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비교 지수
비교 지수comparative index는 현상 간의 양적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

나 전기 대비 등 지수의 차로 표현합니다.

전년 대비는 인접한 기간의 공통되는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며, 전기 대비는 인접

한 기간의 지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기간의 지수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여 차이를 나

타내며, 차이의 절댓값은 두 기간 내 지수의 변화량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과 2019년

이 인접한 기간인 경우, 2020년의 26번째 주와 2019년의 26번째 주의 비교가 전년 대비

이며, 2020년 26번째 주와 25번째 주의 비교는 전기 대비입니다. 

1.3.3 중심 경향 지수
중심 경향 지수central tendency index는 일정 시간 동안 특정 현상의 일반적인 수준을 반영하

는 데 사용하며, 보통 평균 지수average index로 표시합니다. 평균 지수는 값 평균과 위치 평

균으로 나눕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의 평균 임금은 하나의 중심 경향 지수입니다.

값 평균은 통계 수열의 모든 값을 평균화한 결과로, 일반 평균normal average과 가중 평균

weighted average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평균에서 모든 값의 가중치는 모두 1이며, 가중 평균은 값이 다르면 가중치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평균값 계산 시 서로 다른 값에는 다른 가중치를 곱해야 합니다. 만

약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을 구하고 싶다면, 일반 평균을 사용해 12개월의 판매량을 더

하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의 평균 신용 점수를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영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고, 각 요소별 가중치 비율도 다르므로 가중치 평균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빈값mode은 일련의 값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며, 집단에서 가장 보편적인 값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을 대표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여러 그룹

으로 나눌 수 있다면, 각 그룹에서 최빈값을 찾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빈값은 집단에서 

충분한 단위의 값이 있을 때만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값median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일련의 각 값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중간

에 위치하므로 절반의 변수는 이 값보다 크고, 나머지 절반은 이 값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간을 사용하면 전체 수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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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분산 지수
분산 지수dispersion index는 전체 분포의 분산(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크면 

데이터의 변동이 크고, 지수가 작으면 데이터가 안정적입니다.

변량의 측도measures of variation, 분산, 표준 편차와 같은 여러 지수를 사용해 값의 분산을 측

정합니다.

평균값으로 데이터의 중심을 결정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전

체 거리를 사용합니다. 전체 거리는 데이터 세트의 최댓값(상한)에서 데이터 세트의 최솟

값(하한)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전체 거리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문제 1: 이상값outlier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	문제 2: 전체 거리는 데이터의 너비만을 나타내며, 데이터의 상한과 하한 사이의 분

포 형태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문제 1에서는 사분위수quartile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분위수는 일부 값을 오름

차순으로 배열하고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가장 작은 사분위수는 하위 사분위수, 가장 

큰 사분위수는 상위 사분위수가 되며, 중간 사분위수는 중앙값이 됩니다. 

문제 2에서는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개념을 사용해 데이터의 분산을 측정합니다. 

분산은 각 값과 평균 거리 간 제곱의 평균값입니다. 분산이 작을수록 각 값과 평균 사이

의 간격이 작아지고 값은 안정됩니다.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는 분산의 제곱근이며, 값과 평균까지 거리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1.3.5 상관성 지수
위에서 언급한 차원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데이터 전체

에서 변수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확인하거나, 하나가 변할 때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반영하는 지수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라고 하며, 상관계수는 보통 r로 표시합니다.

1.3 데이터 분석의 분석 대상은 무엇인가? 7



실전편



실전편은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 분석

의 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각 과정에서 엑셀과 파이썬

으로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소개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전체 

과정은 요리를 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먼저� 사용할 냄비를 확인합니다(파이썬 기초 지식)� 다음으로� 쌀과 야채와 같은 재료를 
준비합니다(데이터 소스 가져오기)� 준비한 재료를 씻습니다(데이터 전처리)� 씻은 뒤 원
하는 요리와 재료를 선택합니다(데이터 선별)� 선택한 요리에 맞게 재료를 손질합니다(데
이터 조작)� 손질 후 냄비를 사용해 요리를 시작합니다(데이터 연산)� 요리에 따라 조리 시
간이 다르므로 타이머가 필요합니다(시계열)� 요리 후 차가운 음식과 따뜻한 음식은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데이터 그룹화)� 기본 요리 이외에도 과일을 담은 접시도 준비할 수 있습
니다(다중 테이블 결합)�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상을 차립니다(결과 도출)�

또한� 요리가 끝난 뒤 SNS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사용해 먹음직스러운 각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SNS에 게시하는 과정은 데이터 시각화 과정과 같습니다�



파이썬이란?
파이썬은 풍부하고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다른 언어

(특히 C/C++)로 만든 모듈을 쉽게 연결할 수 있으므로 연결(접합)용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

다.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다양한 분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

해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많습니다.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

능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개발자가 선호하는 언어가 되고 있으며, 2018년 7월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서는 자바Java를 뛰어넘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번역 시점인 2021년 3월 현재는 C와 Java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옮긴이 ).

2.12.1

냄비 확인하기 냄비 확인하기 
― 파이썬 기초 지식― 파이썬 기초 지식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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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설치
2.2.1 설치 과정
이 책은 파이썬 공식 사이트 파일이 아니라 오픈 소스인 아나콘다Anaconda를 사용합니다. 

아나콘다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나콘다가 파이썬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파이썬은 직접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많지

만, 호출 전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의 파이썬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를 수동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나콘다는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함께 제공하므

로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나콘다의 구체적인 설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컴퓨터 시스템 유형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합니다.

아나콘다 공식 사이트(https://www.anaconda.com)에 접속하여 오른쪽 위 Get 

Started를 클릭 후 Download Anaconda installers를 클릭합니다.

2.22.2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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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같이 시스템 운영체제 유형(Windows/MacOS/Linux)에 따라 소프트웨

어 유형을 선택합니다.

파이썬 버전을 선택합니다(박스 안의 archive 단어를 클릭하면 다른 버전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옮긴이  ). 2020년 1월 1일부터 파이썬 2의 공식 지원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이썬 3

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이 책의 코드 역시 파이썬 3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스템 유형(32비트/64비트)에 따라 해당 버전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인데다가 파일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다운로드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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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패키지를 열고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설치 경로는 기본 경로를 선택하며, 환경 변수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대화 상자에서 옵션을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다음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6단계

7단계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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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합니다.

 

앞의 작업을 완료하면 윈도우 시작 메뉴에 다음과 같이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이 

표시되며, 이는 파이썬이 설치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Jupyter Notebook(주피

터 노트북)을 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검은 창이 나타나며, Enter  키를 누르면 사용

할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추천합니다.

9단계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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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야채 씻기 쌀과 야채 씻기 
―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0505

C H A P T E R

시장에서 구매한 야채는 다듬고 손질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도 앞서 언급한 야채와 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비정규 데이터는 주로 결측 데이터, 중복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가 포함되며, 정

식 데이터 분석 전 이와 같은 비정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결측값 처리
결측값은 어떤 이유로 인해 비어 있는 데이터의 일부로, 보통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데이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5.1.1 결측값 확인하기
결측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측값이 있는 열을 확인하고 찾아야 합니다.

Excel

엑셀에서는 먼저 결측값이 없는 기준 열을 선택하여 열의 총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고, 다

른 열의 수와 비교합니다. 다른 열의 데이터 개수가 기준 열보다 적으면 결측값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수의 차가 결측값의 수가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결측값이 없는 열의 데이터 개수는 5이고, 성별 열의 수는 4이므로 성별  

열에 하나의 결측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5.15.1

83



전체 데이터 테이블에서 각 열의 결측값을 확인하려면 각 열을 하나씩 선택하여 결측값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동 옵

션(단축키 Ctrl  + G  를 눌러 ‘옵션’ 클릭 시 선택 

팝업 표시)을 사용하여 결측값 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빈 셀’을 선택하고 확인

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빈 셀을 

선택합니다.

이동 옵션을 통해 결측값을 선택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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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파이썬에서 직접 info() 메소드를 호출하면 각 열의 결측값 정보가 반환됩니다. info() 

메소드는 이미 앞서 소개를 하였으나, 결측값 확인을 위한 기능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df
     번호    나이    성별    가입일자
0    A1      54      남자    2020-08-08
1    A2      16      NaN     2020-08-09
2    A3      47      여자    2020-08-10
3    A4      41      남자    2020-08-11
>>> df.info()
<class 'pandas.core.frame.DataFrame'>
RangeIndex: 4 entries, 0 to 3
Data columns (total 4 columns):
번호    4 non-null object
나이    4 non-null int64
성별    3 non-null object
가입일자    4 non-null object
dtypes: int64(1), object(3)
memory usage: 208.0+ bytes

파이썬에서 결측값은 보통 NaN으로 표시됩니다. info() 메소드 결과에서 성별 열의  

3 non-null object는 3개의 실제 데이터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다른 열은 4개의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성별 열에 하나의 결측값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null() 메소드를 통해서도 결측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값은 True, 결측값이 아

니면 False를 반환합니다.

>>> df
     번호    나이    성별    가입일자
0    A1      54      남자    2020-08-08
1    A2      16      NaN     2020-08-09
2    A3      47      여자    2020-08-10
3    A4      41      남자    2020-08-11
>>> df.isnull()
     번호    나이    성별    가입일자
0    False   False   False   False
1    False   False   True    False
2    False   False   False   False
3    False   False   Fals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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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결측값 삭제하기
결측값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 필드 하나가 결측값인 유형이며, 다른 하

나는 행 필드 전체가 빈 행인 결측값 유형입니다.

Excel

엑셀에서 두 가지 유형의 결측값은 이동 옵션(단축키 Ctrl  + G  )에서 빈 셀을 설정하여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셀과 전체 행을 포함하는 결측값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삭제

를 선택하면 행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Python

파이썬은 dropna()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dropna()는 기본적으로 결측값이 존재하는 

행을 삭제합니다.

>>> df
     번호    나이    성별    가입일자
0    A1      54      남자    2020-08-08
1    A2      16      NaN     2020-08-09
2    A3      47      여자    2020-08-10
3    A4      41      남자    2020-08-11
>>> df.dropna()
     번호    나이    성별    가입일자
0    A1      54      남자    2020-08-08
2    A3      47      여자    2020-08-10
3    A4      41      남자    2020-08-11

dropna() 메소드는 NaN 데이터가 포함된 행을 삭제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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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완전히 비어 있는 행만 삭제하려면 dropna() 메소드에 how = "all" 파라미터

를 전달합니다. 해당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완전히 비어 있는 행만 삭제하며, 데이터가 하

나라도 존재하는 행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df
     번호    나이    성별    가입일자
0    A1      54      남자    2020-08-08
1    A2      16      NaN     2020-08-09
2    NaN     NaN     NaN     NaN
3    A4      41      남자    2020-08-11
>>> df.dropna(how = "all")
     번호    나이    성별    가입일자
0    A1      54      남자    2020-08-08
1    A2      16      NaN     2020-08-09
3    A4      41      남자    2020-08-11

이 테이블에서 두 번째 행은 성별 필드만 비어 있으므로 dropna(how = "all")을 사용

하면, 두 번째 행은 삭제되지 않고 모든 데이터가 NaN인 세 번째 행만 삭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1.3 결측값 채우기
위에서 결측값의 삭제 방법을 소개하였지만, 분석하는 데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측값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으면(30% 이하), 삭제보다는 데이터를 채워 넣는 것

이 좋습니다.

Excel

엑셀에서 결측값을 채우는 방법은 삭제 방법과 같이 이동 옵션을 사용합니다. 먼저 결측

값을 찾고, 첫 번째 셀에 채워 넣을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으로 채워 넣으

며, 커서가 깜박이는 상태에서 Ctrl  + Enter  를 사용하면 결측값을 모두 같은 데이터로 채

워 넣습니다.

결측값을 채우기 전과 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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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가지런히 놓기 요리 가지런히 놓기 
―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란?
1~9월의 기간 동안 회사에 등록된 전체 직원 수를 상사에게 보고한다고 할 때, 다음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사의 입장이라면 어떤 유형의 보고를 선호

할까요?

글자 표 그래프

아마 대부분이 그래프(그림), 표, 글자 순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글자보다 표, 표보다 그림

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의 구체적인 데

이터와 함께 데이터의 추세와 최고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의 도움을 통해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시각화visualization라고 하며,  

이를 통해 정보를 더 나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과정
13.2.1 데이터 정리하기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정

리하고, 표시할 데이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개월 동안의 판매량 데

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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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목표 명확히 하기
그래프로 표시할 데이터가 정해지면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설명한 대로 시각화는 

정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표시할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개월 간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50% 이상이 90대 이상’이라는 구체

적인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13.2.3 적절한 표현 방식 찾기
표현할 정보를 명확히 한 뒤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의 예에서 제시한 최근 몇 달 간의 판매량 추이를 나타내기 위해 꺾은선 그래프를 사

용하면 판매량의 증가/감소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나이층 분포는 원 

그래프를 사용하면 비율이 가장 큰 나이대와 가장 작은 나이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

습니다.

그래프의 기본 구성 요소
일반적인 시각화 그래프는 다음과 같으며, 그래프의 기본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1000

2000

6000

5000

4000

3000

인
원
 수

1~9월 인원 수

866866

23352335

57105710

64826482

61206120

16051605

38133813

44284428
4631463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인원 수 866 2335 5710 6482 6120 1605 3813 4428 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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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요리 가지런히 놓기 — 데이터 시각화200



 캔버스

캔버스는 그림을 그릴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에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좌표계

캔버스는 그래프의 가장 큰 개념으로, 캔버스에 여러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

표계는 직각 좌표계, 구형 좌표계, 극 좌표계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각 

좌표계가 사용됩니다.

 좌표축

좌표축은 좌표계의 개념으로, 주로 x축과 y축이 있으며(보통 단순한 시각화는 2차원), x/y값 

세트는 좌표계에서 하나의 점을 지정합니다.

x축은 가로축으로 앞서 나온 그래프에서는 월을 나타냅니다. y축은 세로축으로 앞 그래

프에서는 인원 수를 표시합니다. 앞 그래프의 좌표계는 월과 인원 수에 따라 하나의 유

일한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좌표축 이름

좌표축 이름은 x축과 y축의 이름으로, 앞서 나온 그림에서 x축은 ‘월’, y축은 ‘인원 수’입

니다.

 그래프 이름

그래프 이름은 전체 그래프의 핵심 주제를 설명합니다. 앞 그래프의 핵심 주제는 1~9월

까지의 인원 수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은 그래프 데이터 표시에 사용합니다. 앞의 그림은 꺾은선 그래프로, 각 월

별 인원 수에 따라 각각의 점을 표시하고 해당 점들을 연결하여 꺾은선 그래프를 형성합

니다. 꺾은선 그래프는 하나의 선이며, 각 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은 그래프의 아래에 있으며, 좌표축의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격자

격자 선은 좌표축의 연장선으로, 격자 선을 통해 각 점의 대략적인 위치와 데이터를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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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범례는 그래프의 아래 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호 또는 색상에 따른 각각의 내용과 

지표를 설명하여 그래프를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앞 그래프는 꺾은선이 하나이므로 범례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래프

에 꺾은선이 여러 개 존재하거나 다른 형태가 혼합되어 있으면 범례의 역할이 중요합니

다. 또한, 꺾은선의 색상에 따라 의미하는 지표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차선

오차선은 주로 좌표축에서 각 점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보통 표준 편차를 표시하며, 

한 점의 오차는 해당 점의 실제 데이터에서 표준 편차를 더하거나 뺀 값입니다.

엑셀과 파이썬의 시각화
엑셀과 파이썬 모두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프로세스와 그래프의 기본 구성 요소는 같습

니다. 엑셀의 데이터 시각화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프로 작성할 데이터를 직접 선택

하여 다음과 같이 삽입 탭에서 적절한 차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엑셀의 차트 그리기는 간단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파이썬의 기본적인 차트 그리기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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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와 좌표계 생성하기
13.5.1 캔버스 생성하기
캔버스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사용해야 할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파이썬에서 시각화

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matplotlib입니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것 이외에도 그래프

가 정상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세 줄의 코드를 추가해야 하며,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matplotlib 라이브러리의 pyplot을 가져와 plt로 별칭 지정
>>>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Jupyter Notebook에 직접 표시되도록 설정 
>>> %matplotlib inline

#한글 깨짐 문제 해결
>>> plt.rcParams['font.family'] = 'Malgun Gothic'

#마이너스 부호 표시 문제 해결
>>> plt.rcParams['axes.unicode_minus'] = False

matplotlib의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그래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

다. 이때는 그래프를 벡터 형식으로 표시하여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해당 코드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config InlineBackend.figure_format = 'svg'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뒤 캔버스 생성을 시작합니다.

>>> fig = plt.figure()
<Figure size 432x288 with 0 Axes>

plt.figure는 파라미터 figsize를 사용해 너비와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너비 8, 높이 6 캔버스 생성 
>>> plt.figure(figsize = (8, 6))
<Figure size 576x432 with 0 Axes>

주의할 점은 캔버스 생성 후에는 캔버스가 직접 표시되지 않고, 캔버스와 관련된 코드 

문자열만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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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편



심화편에서는 실전 사례 소개를 통해 실제 업무에서 파이썬의 사용을 

확인하고, 파이썬의 Numpy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례는 주로 파이썬을 사용한 보고서 자동화� 자동 이메일 전송�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 
분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의 Numpy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소드도 소개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한 보고서 자동화
데이터 분석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많지만, 작성할 보고서가 너무 많으면 데

이터를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

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너머의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간단한 

데이터만 나열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가일 뿐입니다. 단순한 수집

가에 그치지 않고 분석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크립트를 통

해 고정된 데이터의 수집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면, 분석가는 더 많은 시간을 수집 작

업이 아닌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세

스를 자동화라고 합니다. 

14.1.1 보고서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업무 효율 상승

앞서 언급한 수집 유형의 작업을 스크립트로 작성하여 프로그램이 스스로 작업할 수 있

도록 만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집

중할 수 있습니다.

 오류 감소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부분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일 보고서에 날

짜를 매번 직접 수정해서 작성하게 되면 휴일 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게 될 가능성이 큽

니다. 이런 틀린 내용을 수정하지 않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그러

나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해야 하는 일만 지정하면 자동화를 통해 오류 발생 확률을 줄

일 수 있습니다.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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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자동화에 적합한 보고서 유형
자동화의 장점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보고서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

고서 자동화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 빈도

일별, 주별, 월별 보고서 등 사용 빈도가 높은 보고서는 자동화가 필요하지만, 사용 빈

도가 높지 않은 보고서 유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발 시간

보고서 자동화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자동화는 구현이 어려워서 스크립

트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립트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요의 변경 빈도

수요 변경 빈도는 보고서 내 인덱스와 표현 방식의 변경 빈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의 발전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기 때

문에 변경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안정기에 접어든 사업은 보고서의 형식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으므로 자동화를 고

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표준성

자동화는 컴퓨터가 수행하므로 프로세스는 표준을 따라야 하며, 이는 컴퓨터에게 해야 

할 일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4.1.3 보고서 자동화 구현 방법
보고서 자동화는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에게 대신하게 만드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등 각 단계를 차례대로 알려주면 컴퓨터는 일을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다음의 샘플을 통해 보고서 자동화 구현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의 

표를 매일 생성하고, 표에는 이번 달, 지난 달, 전년 동기, 분기 대비, 동기 대비의 매출

과 고객 수, 객단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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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보고서의 소스 데이터 중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주문 데이터가 하나의 주문표에 저

장되어 있을 때, 해당 주문표의 부분 데이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에서 사용할 인덱스는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인덱스 설명

매출액 = 가격 * 판매량 
고객 수 = 주문 ID 중복을 제거한 수
객단가 = 매출액 / 고객 수
이번 달 = 2020년 2월
지난 달 = 2020년 1월
전년 동기 = 2019년 2월

이제 정식 보고서 작성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 프로세스

를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겠습니다.

 소스 데이터 가져오기

pandas 모듈의 read_csv 메소드를 사용해 소스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mport pandas as pd
>>>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 data = pd.read_csv(r"C:\Users\Desktop\order.csv", parse_dates = ["거래일자"])
>>> data.head() #데이터 미리보기
>>> data.info() #소스 데이터 유형 확인
<class 'pandas.core.frame.DataFrame'>
RangeIndex: 6148 entries, 0 to 6147
Data columns (total 6 columns):

14.1 파이썬을 사용한 보고서 자동화 265



상품ID        3478 non-null float64
카테고리ID    3478 non-null float64
단가          3478 non-null float64
매출량        3478 non-null float64
거래일자      3478 non-null datetime64[ns]
주문ID        3478 non-null object
dtypes: datetime64[ns](1), float64(4), object(1)
memory usage: 288.3+ KB

parse_dates는 파라미터의 데이터를 시간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번 달 관련 지표 계산하기

거래 시간에 따라 이번 달의 모든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이번 달 주문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his_month = data[(data["거래일자"] >= datetime(2020, 2, 1))&
                      (data["거래일자"] <= datetime(2020, 2, 28))]
>>> sales_1 = (This_month["판매량"]*This_month["단가"]).sum() #매출액 계산
#고객 수 계산
>>> traffic_1 = This_month["주문ID"].drop_duplicates().count()
>>> s_t_1 = sales_1/traffic_1 #객단가 계산
>>> print("이번 달 매출액: {:.2f}, 고객 수: {}, 
                객단가: {:.2f}".format(sales_1, traffic_1, s_t_1))
이번 달 매출액: 9572.66, 고객 수: 480, 객단가: 19.94

 지난 달 관련 지표 계산하기

지난 달 관련 지표의 계산은 이번 달 관련 지표를 계산하는 논리와 같으며, 데이터의 범

위만 다릅니다. 먼저 거래일자에 따라 지난 달의 모든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지난 달 주

문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ast_month = data[(data["거래일자"] >= datetime(2020, 1, 1))&
                      (data["거래일자"] <= datetime(2020, 1, 31))]
>>> sales_2 = (last_month["판매량"]*last_month["단가"]).sum() #매출액 계산
#고객 수 계산
>>> traffic_2 = last_month["주문ID"].drop_duplicates().count()
>>> s_t_2 = sales_2 / traffic_2 #객단가 계산
>>> print("지난 달 매출액: {:.2f}, 고객 수: {}, 
           객단가: {:.2f}".format(sales_2, traffic_2, s_t_2))
지난 달 매출액: 7345.79, 고객 수: 361, 객단가: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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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기 관련 지표 계산하기

전년 동기 관련 지표의 계산은 이번 달 관련 지표를 계산하는 논리와 같으며, 데이터의 

범위만 전년 동기로 변경하면 됩니다. 먼저 전년 동기의 모든 데이터를 거래일자에 따라 

인덱싱하고, 전년 동기 주문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

니다.

>>> same_month = data[(data["거래일자"] >= datetime(2017, 2, 1)) & 
                      (data["거래일자"] <= datetime(2017, 2, 28))]
>>> sales_3 = (same_month["매출량"]*same_month["단가"]).sum() #매출액 계산
#고객 수 계산
>>> traffic_3 = same_month["주문ID"].drop_duplicates().count()
>>> s_t_3 = sales_3/traffic_3 #객단가 계산
>>> print("전년 동기 매출액: {: .2f}, 고객 수: {}, 
         객단가:{:.2f}".format(sales_3, traffic_3, s_t_3))
전년 동기 매출액: 12031.62, 고객 수: 565, 객단가: 21.29

 함수를 사용한 코딩 효율 높이기

앞의 세 기간에 대해 관련 지표를 계산하는 논리는 동일하며, 유일하게 다른 점은 계산

에 사용하는 부분의 데이터입니다. 함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함수를 사용하면 세 가지 기간의 지표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def get_month_data(data):
        sale = ((data["단가"]*data["판매량"]).sum()
        traffic = data["주문ID"].drop_duplicates().count()
        s_t = sale/traffic
        return (sale, traffic, price)

#이번 달 관련 지표 계산
>>> sale_1, traffic_1, s_t_1 = get_month_data(This_data)

#지난 달 관련 지표 계산
>>> sale_2, traffic_2, s_t_2 = get_month_data(last_data)

#전년 동기 관련 지표 계산
>>> sale_3, traffic_3, s_t_3 = get_month_data(same_data)

세 기간의 지표 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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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s(판다스)와 NumPy(넘파이)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이 처음 개발

된 후에는 데이터 계산에 주로 행렬 관련 연산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 NumPy가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주로 행렬 형식으로 저장하지 않

고, 데이터베이스 혹은 로컬에 엑셀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NumPy를 기반으로 한 Pandas가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두 패키지

가 제공하는 함수는 비슷하며, 같은 기능은 같은 함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면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은 Pandas이므로 앞에서는 Pandas를 사용해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Pandas는 NumPy를 기반으로 생성되었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NumPy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NumPy 소개
NumPy는 다차원 배열Ndarray을 위한 과학 계산(다양한 연산)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배열 간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캡슐화하여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열은 같은 유형의 데이터가 특정 순서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 요소의 조합입니다. 주의

할 점은 반드시 같은 유형의 데이터여야 하므로 모두 정수이거나 모두 문자열 등이 되어

야 합니다.

array([1, 2, 3, 4, 5, 6]) #숫자형 배열
array(['a', 'b', 'c', 'd', 'e', 'f'], dtype = '<U1') #문자형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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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Py 배열 생성
NumPy를 사용하려면 먼저 NumPy 배열에 맞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Pandas에 

DataFrame과 Series 데이터 구조가 존재하듯이 각 패키지에는 그에 맞는 데이터 구조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배열을 생성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파이썬에서 배열의 생성은 array() 함수를 

사용하며, array() 함수의 파라미터는 임의의 시퀀스형 객체(리스트, 튜플, 문자열 등)가 될 

수 있습니다. 

NumPy 배열의 함수 또는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키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import numpy as np

프로그램에서 가져오기는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 사용하는 NumPy 

관련 코드는 이미 가져오기가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5.2.1 일반 배열 생성하기
array() 함수에 리스트 형식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arr = np.array([2, 4, 6, 8])
>>> arr
array([2, 4, 6, 8])

array() 함수에 튜플 형식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arr = np.array((2, 4, 6, 8))
>>> arr
array([2, 4, 6, 8])

array() 함수에 중첩된 리스트 형식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다차원 배열이 생성됩니다.

>>> arr = np.array([[1, 2, 3], [4, 5, 6]])
>>> arr
array([[1, 2, 3],
      [4, 5, 6]])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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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특수 유형의 배열 생성하기
 고정 범위의 임의 배열 생성

arange() 함수는 고정 범위를 갖는 임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np.arange(start, stop, step)

이 코드에서 start는 시작값(start 값 포함), stop은 종룟값(stop 미포함), step은 폭(숫자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며, arange()는 임의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구체적인 샘플은 다음

과 같습니다.

#시작 1, 종료 15, 폭 3인 임의 시퀀스 
>>> np.arange(1, 15, 3)
array([1, 4, 7, 10, 13])

step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기본값은 1입니다.

#시작 1, 종료 15, 폭은 기본값인 임의 시퀀스
>>> np.arange(1, 15)
array([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start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기본값인 0부터 시작합니다.

#종료 15, 폭은 기본값인 임의 시퀀스 생성 
>>> np.arange(15)
array([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지정한 형태에서 값이 모두 0인 배열 생성하기

zeros() 함수를 사용해 지정한 형태에서 값이 모두 0인 배열을 생성합니다.

zeros() 함수에 특정값을 전달하면 이 값은 길이가 되며, 모든 값이 0인 일차원 배열이 

생성됩니다.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3인 0 배열 생성 
>>> np.zeros(3)
array([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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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 함수에 하나의 세트값을 전달하면 행과 열이 모두 0인 다차원 배열이 생성됩니다.

#2행 3열의 배열 생성 
>>> np.zeros((2, 3))
array([[0., 0., 0.]
      [0., 0., 0.]])

 지정한 형태에서 값이 모두 1인 배열 생성하기

ones() 함수를 사용해 지정한 형태에서 값이 모두 1인 배열을 생성합니다. 방법은 값이 

모두 0인 배열을 생성하는 것과 같으며, 0을 1로만 변경하면 됩니다.

ones() 함수에 특정 값을 전달하면 이 값은 길이가 되며, 모든 값이 1인 배열이 생성됩니

다.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3인 1배열 생성
>>> np.ones(3)
[1, 1, 1]

ones() 함수에 하나의 세트값을 전달하면 행과 열이 모두 1인 다차원 배열이 생성됩니다.

>>> np.ones((2, 3))
[[1. 1. 1.]
 [1. 1. 1.]]

 정사각형 단위 행렬 생성하기

단위 행렬은 대각선의 요소값이 모두 1, 다른 위치의 요소값은 모두 0인 행렬이며, eye() 

함수를 사용합니다.

eye() 함수에 사각형의 길이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며,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3×3의 단위 행렬 생성
>>> np.eye(3)
[[1. 0. 0]
 [0. 1.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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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임의 배열 생성하기
임의 배열의 생성은 주로 NumPy의 random 모듈을 사용합니다.

 np.random.rand() 메소드

np.random.rand() 메소드는 주로 (0, 1) 사이의 임의 배열 생성에 사용합니다.

rand() 함수에 특정 값이 전달되면 이 값은 길이가 되며, (0, 1) 사이의 값을 갖는 임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3인 (0, 1) 사이의 임의 배열 생성 
>>> np.random.rand(3)
[0.85954324 0.94129099 0.33485322]

rand() 함수에 하나의 세트값을 전달하면 해당하는 행과 열의 수를 갖는 다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배열의 값은 (0, 1) 사이이며,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2행 3열 (0, 1) 사이의 배열 생성 
>>> np.random.rand(2, 3)
[[0.76607317 0.66620877 0.2951136]
 [0.96297267 0.25171215 0.99923204]]

 np.random.randn() 메소드

np.random.randn() 메소드는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지정된 모양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randn() 함수에 특정 값을 전달하면 정규 분포에 만족하면서 전달한 값에 해당하는 길

이를 갖는 임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3이며,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임의 배열 
>>> np.random.randn(3)
[-0.30826271 0.38873466 -0.62074553]

randn() 함수에 세트값을 전달하면 배열의 값이 정규 분포를 만족하고, 전달한 값에 해

당하는 행과 열의 수를 갖는 다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2행 3열의 임의 배열 생성 
>>> np.random.randn(2, 3)
[[2.22566558 0.97700653 0.18360011]
 [0.53133955 0.41699539 0.2390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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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가 직접 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빅데이터 구축 노하우!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빅데이터가 중요한가에 대해 말하고, 실제

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

까지 다수의 빅데이터 구축 경험을 가진 현장 전문가의 설명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이고도 현실적인 조언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

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과의 연계 방안과 기술에 관해서도 설명

하며, 빅데이터를 도입하거나 구축하려는 기업의 기획자나 실무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ISBN 979-11-88621-50-7 / 300쪽 / 26,000원

데이터 분석 + 엑셀 데이터 분석 +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한 권으로 끝낸다!

이 책은 데이터 분석의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실습서이자 데이터 분석가에게

는 꼭 필요한 실전 도구와 같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 엑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 분

석을 서로 비교하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절차인 도구 익히기, 데

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익히기,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를 엑셀과 파이썬으로 비교하

며 구현한다. 또한 그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과정과 과정 사이에 무슨 연

관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아울러, 엑셀 기능과의 비교를 통해 파이썬 구현 코드를 학습하고, 직접 따라 하며 배우는 실습 위주

의 구성을 통해서 코딩에 대한 독자들의 두려움을 없앴다. 처음부터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엑셀 또는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분석가

 엑셀을 사용하고 있지만 파이썬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은 담당자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독자 A / S 안내

독자 Q&A
perfecris@naver.com 혹은 help@jpub.kr

장쥔홍 지음 / 이춘혁 옮김

엑셀과 비교하며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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