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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역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

기 들어서,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한 번도 무엇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 몇 달은 직선과 원

을 그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니 직선과 원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기본적인 공간 이론과 해부학 등의 내용을 배우니 공간 안에 사람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분석적으로 모작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스스로 무

언가를 그려보려고 하니 대체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이론적으로 덜 배운 탓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다양한 이론을 계속 공부했

습니다. 모작은 점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는 없었습

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언가를 공부하면, 언젠가는 분명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책

을 보거나 강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짜리 조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보자 연필을 들고 무

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꽉 채우는 삐뚤어진 거대한 원 하나’와 ‘엄지 

손톱만한 삐뚤어진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신이 그린 것이 무엇인지 맞혀보라는 것 같은데, 도무지 짐작이 안 되더군요. 조카는 그냥 

웃으면서 “고래! 달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해할 수 있

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말이죠.

프로그래밍 책을 10년 정도 집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이유’를 ‘내가 어떤 

지식을 몰라서’로 생각해서인지 비슷한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옮긴이	머리말viii



‘머신러닝으로 책에 예제로 나오는 붓꽃 분류, 버섯 분류 등은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이상은 아무것

도 못 하는 이유’를 ‘그걸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아직 없어서’로 여기고 계속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

지능 수학, 최신 인공지능 모델 등을 전부 공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영역도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것’은 완전

히 다른 영역입니다(사실 저 또한 이걸 알면서도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책은 어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머신러닝으로 하

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보고 나서 ‘뭔가 지

식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배우고 나서,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며 지식만을 계속해

서 늘려 나가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캐글을 접하고 머신러닝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을 해내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옮긴이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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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파이썬(Python)’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캐글(Kaggle)’이라는 머신러닝 

Competition(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문서입니다. ‘Titanic: Machine Learning 

from Disaster’라는 초보자 튜토리얼을 주제로 캐글의 기초를 다룹니다.

단순하게 Titanic(타이타닉)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Competition에 참여할 때 필요한 지식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캐글 입문에 특화된 튜토리얼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주제가 장과 절 단위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여러 지식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3. 이후에 다른 Competition에 참가할 수 있도록 테이블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4. 저자 모두 캐글 Master이며, 메달 수상 경험이 있습니다.

5. 중간중간 저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수록하여 캐글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프로그래밍과 파이썬 초보자를 위해서 샘플 코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저자들은 이미 캐글 입문 콘텐츠를 여럿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시하라 쇼타로는 2019년 3월에 ‘Qiita(키타)’라는 개발자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캐글 입문 글

을 작성해서 1,6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Qiita에서 Kaggle 태그가 붙은 글 

중에서 ‘좋아요’가 가장 많은 글입니다.

무라타 히데키는 2018년 4월에 《캐글 튜토리얼》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콘텐츠 공유 사이

트 ‘note’에서 동인지로 발간한 것으로, 약 2,500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두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러 내용을 추가해 ‘초보자를 위한 캐글 입문 서적’을 

목표로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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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 쇼타로는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무라타 히데키는 전문 캐글러(Kaggler)로

서 날마다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캐글을 즐거우

면서도 실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2019년 11월에 집필되었으며, 캐글 웹 사이트의 구성은 2021년 3월 기준입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캐글에 흥미가 있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

2. 파이썬, 머신러닝을 간단하게 살펴본 상태에서 캐글에 도전하고 싶은 분

3. 머신러닝을 직접 실습하면서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

4. 파이썬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캐글은 처음이신 분

특히, 1번과 2번이 주요 대상 독자입니다.

이 책은 장과 절 단위로 나누어져, 단계적으로 캐글과 관련된 내용을 배웁니다. Titanic이라는 

문제를 기준으로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며 깊은 내용을 알아봅니다.

초보자라면 ‘머신러닝을 모르겠다’, ‘파이썬을 모르겠다’, ‘캐글 진행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 ‘웹 사이트가 영어라서 잘 모르겠다’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독자가 개인적으로라도 검색하며 찾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주석을 넣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머신러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물론 알면 좋습니다). 3번

에 해당하는 분은 캐글 사이트에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머신러닝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에 해당하는 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캐글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세요.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1~4장의 본문과 부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캐글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단 ‘캐글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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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관련된 머신러닝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캐글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 

Notebook(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 등도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Titanic을 함께 풀어 봅니다. 8개의 절로 구분하여 조금씩 점수를 높이면서 캐글의 

핵심적인 진행 방법을 살펴봅니다.

3장에서는 Titanic에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Titanic에서 미

처 살펴보지 못했던 캐글의 요소를 소개합니다. 나중에 스스로 다른 Competition에 참가해 

보는 데 도움이 될 부분입니다. 3개의 절로 구분하여 테이블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4장에서는 마무리로서 책을 다 읽은 후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초보자가 할 만한 

Competition을 선택하는 방법, 분석 환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소개합니다.

부록에서는 이 책에서 사용한 소스 코드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파이썬을 제대로 다루지 못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변수, 리스트 등의 기초적인 내용도 함께 다룹니다.

샘플 코드

샘플 코드는 모두 다음 깃헙(GitHub)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헙은 엔지니어들이 소스 

코드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s://github.com/Jpub/PythonKaggle 

해당 코드는 모두 파이썬 3.8 버전을 기준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이썬 실행 환경으로는 ‘도커(Docker)’를 사용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캐글이 제공하는 분

석 환경과 같은 가상 환경을 자신의 컴퓨터에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5

절을 참고해 주세요.

캐글이 제공하는 분석 환경은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저자가 집필하는 시점을 기

준으로 모듈 등의 버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lightgbm==2.3.0
•	matplotlib==3.0.3
•	 numpy==1.16.4

이	책에	대하여xii



•	 pandas==0.25.2
•	 scikit-learn==0.21.3

저자 소개

이시하라 쇼타로(u++)

•	캐글 Master(https://kaggle.com/sishihara)
•	 2019년 3월에 공개한 Qiita의 캐글 입문 글에 1,600개 이상의 ‘좋아요’ 달성

•	 2019년 4월에 ‘PetFinder.my Adoption Prediction’ Competition1에서 우승

•	 2019년 12월에 ‘Kaggle Days Tokyo’에서 Competition 개최

•	현재 일본경제신문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 중

무라타 히데키(카레)

•	캐글 Master(https://kaggle.com/currypurin)
•	 2019년 6월에 ‘LANL Earthquake Prediction’ Competition2에서 3위 수상

•	 2018년 8월에 ‘Santander Value Prediction Challenge’ Competition3에서 솔로 금메달 획

득(8위)

•	캐글 입문자를 위한 동인지 《캐글 튜토리얼》이 2,500부 이상 판매됨

•	현재 전업 캐글러로 활동 중

1  PetFinder.my Adoption Prediction 
https://www.kaggle.com/c/petfinder-adoption-prediction (Accessed: 30 November 2019)

2  LANL Earthquake Prediction 
https://www.kaggle.com/c/LANL-Earthquake-Prediction (Accessed: 30 November 2019)

3  Santander Value Prediction Challenge 
https://www.kaggle.com/c/santander-value-prediction-challenge (Accessed: 30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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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Microsoft MVP)

특정 분야의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많이 사용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

니다. 머신러닝을 많이 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있는 캐글을 접해볼 수밖에 없습니

다. 이 책은 초심자를 대상으로 캐글 플랫폼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

법을 안내합니다. 캐글에 가입하고 submit 실습을 해보거나, Titanic 데이터를 이리저리 살펴

보며 머신러닝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캐글은 일반인도 데이터 과학을 쉽게 접하고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다만, 막상 캐글을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

습니다. 이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북입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예제 코드로 하

나하나 따라가면서 캐글 참가 과정을 쉽게 익힐 수 있으며, 단원 말미에 저자들의 대화를 삽

입하여 좋은 정보를 부담 없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베타리딩 도서 중 번역 

퀄리티가 가장 좋았습니다.

사지원(현대엠엔소프트)

처음 만나는 캐글 관련 도서입니다. 최근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직군에 대해 얘기할 때 

캐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캐글에 대해 설명하거나, 따라 할 가

이드를 쉽게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이 책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캐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글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오고 있는 만큼, 좋은 책을 접할 수 있

어서 기뻤습니다. 책도 쉽게 쓰여 있어 순식간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캐글을 처음 시작하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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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을 위한 가이드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동욱(한국 오라클)

머신러닝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책의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신러닝의 기초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이 책을 천천히 끝까지 읽으며 실습한다

면 캐글 Grandmaster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부록 

부분까지 활용해서 전체 코드를 리뷰하고, 코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에서 저자의 친

절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머신러닝 초보자에게 추천합니다.

이지현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캐글’이라는 제목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캐글에 관심은 많았

지만 시작은 못 하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번역이 깔끔하여 

읽기 좋았습니다.

정욱재(당근마켓)

분량은 적지만 내용 자체도 좋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서 캐글을 시작하려는 분께는 안

성맞춤입니다. 또한 실제로 캐글에 도전해 보면서 유용할 팁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Titanic 

이후에 어떤 캐글 Competition을 풀지 고민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 보셨으면 좋

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베타리딩을 한 책이 많이 없는데(제가 짚어낼 수 있는 오탈자/오류

가 없어서), 분량에 비해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 좋은 책 같습니다.

정현준

AI와 딥러닝이 세상을 다 바꿀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머신러닝을 배울 수 있게 돕는 

캐글이란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대회에 참여해 배우고 실력이 늘면 상금도 받고 이름도 알릴 

수 있으니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최적의 공간입니다. 최근에 각광받게 된 

캐글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란 예감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도 다시 도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캐글에 대해 접하고 직접 대회에 참여하며 도전해 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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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양(스마트사운드)

캐글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캐글 플랫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북입니다. 특히, 특징량 엔지니어링(Feature Engineering)을 간략하게 소개한 

3장은 머신러닝을 막 시작한 입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번역이 빛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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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1

이번	장에서는	캐글을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일단	캐글의	구조를	살펴보고,	

필요한	머신러닝	문제	설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캐글에	등록하고	로그인	

하는	방법,	환경	구축을	따로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이 장의 내용

●  1.1  캐글이란?

●  1.2  캐글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  1.3  캐글 계정 만들기

●  1.4  Competitions 페이지 개요

●  1.5  환경 구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Notebooks’의 사용 방법

●  1.6  1장 정리

캐글 개요



캐글이란?

1.1

캐글(Kaggle)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캐

글에는 날마다 여러 Competition(컴피티션)
4이 올라오며, 세계의 여러 참가자들이 이를 기반으

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경쟁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Python)’, ‘R’5을 실행할 수 

있는 ‘Notebook(노트북)’이라는 환경도 제공됩니다. 소스 코드 공개와 토론도 활발해서, 초보

자 단계부터 상급자 단계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글의 Competition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흐름으

로 이루어집니다.

1. 기업 등이 데이터와 상금을 제공해서, 캐글에 Competition 개최를 의뢰합니다. 캐글은 

이를 기반으로 Competition을 개최합니다.

2. 참가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결과를 submit(제출)합니다. 예측 결과는 자동으로 

채점되어 점수를 냅니다.

3. Competition 기간 중(일반적인 기간은 2~3개월입니다), 참가자는 예측 결과를 여러 번 

submit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Competition 완료 후 점수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고, 상금과 메달을 부여합니다.

5. 메달을 일정 수 이상 획득하면 상위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옮긴이  한국어로 ‘대회’, ‘공모’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캐글 컴피티션’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이라서, 이 책에서도 

Competition을 영어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5  R: 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Accessed: 15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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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이	
데이터와		
상금을	제공

컴퓨터로		
자동	채점

Competition	기간	중에	
예측	결과를		

여러	번	제출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참가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	결과를	제공

Competition	종료	때의	
점수	순위를	기반으로	
상금과	메달	지급

일정	수의	메달을	획득하면	
상위	칭호를	획득할	수	

있음

Grandmaster

Master

Expert

Contributor

Novice

金
銀

銅

그림 1.1 캐글의 Competition 개요

Competition 참가자는 데이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상위권으로 입상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위권이라고 손해를 보는 일은 따로 없습니다). submit을 했을 때 곧바로 채점되

고,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컴퓨터 게임처럼 순위를 높이려는 동기 부여가 되므로 머신러닝

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 때는 ‘Novice(초보자)’라는 호칭이 부여되지만, 여러 Competition에서 메달을 일정 

수량 이상 획득하면 Expert, Master, Grandmaster 등으로 호칭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호칭도 

공부하는 데 좋은 동기가 됩니다.

메달과 호칭 조건

캐글에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Competition에서 상위권에 들면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을 획

득할 수 있는 순위는 Competition 참가 팀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리해 보면 표 1.1과 같습니다.
6

표 1.1 참가 팀의 수와 메달 부여 순위의 관계

0~99팀 100~249팀 250~999팀 1000팀~

동메달 상위	40% 상위	40% 상위	100팀 상위	10%

은메달 상위	20% 상위	20% 상위	450팀 상위	5%

금메달 상위	10% 상위	10팀 상위	10팀	+0.2% 상위	10팀	+0.2%

6  Kaggle Progression System 
https://www.kaggle.com/progression (Accessed: 15 February 2021)

金

銀

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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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금메달 조건에 있는 ‘상위 10팀 + 0.2%’를 살펴봅시다. 0.2%이므로 500팀이 참가할 때마

다 메달의 수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1000팀이 참가하는 Competition이라면 상위 12팀, 2000팀이 참

가하는 Competition이라면 상위 14팀이 금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의 메달을 획득하면 표 1.2와 같이 호칭을 받게 됩니다.

표 1.2 호칭 획득 조건

호칭 호칭 획득 조건

Grandmaster 금메달	5개,	금메달	중에	하나는	개인	참가	때	획득

Master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Expert 동메달	2개

Contributor 프로필	완성	등(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	참고)

Novice 캐글	가입	완료

Contributor(컨트리뷰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필의 bio(자기 소개), 거주 지역, 직업, 소속 단체 추가

•	계정 SMS 인증

•	스크립트 실행

•	Competition에 submit
•	Notebook 또는 Discussion(디스커션)에 댓글과 upvote(좋아요) 누르기

Contributor가 될 때는 메달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위의 조건만 만족하면 곧바로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목표하는 호칭은 Expert(엑스퍼트)가 될 것입니다. Expert는 2개 이상의 동메달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Master(마스터) 호칭입니다. 금메달 획득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난이도가 높은 호칭입

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캐글의 최고 호칭은 Grandmaster(그랜드마스터)입니다. 5개의 금메달 획득이 조건이며, 그중에서 하

나는 개인으로 참가해야 하므로 획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획득한 사람은 전 세

계적으로 17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Competitions와 관련된 호칭만 소개했지만, 이외에도 Notebooks, Discussion, Datasets에도 호칭

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Notebooks 호칭은 공개한 Notebook이 받은 upvote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Discussion 호칭은 작성한 댓글이 받은 upvote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Datasets 호칭은 공개한 Dataset(데이터 세트)가 받은 upvote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지
7
를 참고해 주세요.

7  Kaggle Progression System 
https://www.kaggle.com/progression (Accessed: 15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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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글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1.2

캐글의 Competition에서 중요한 것은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캐글에서 

요구하는 머신러닝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컴퓨터에 사람과 같은 학습력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의 총칭’입니다. 최근 크게 

주목받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은 학습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캐글에서는 첫 번째인 

‘지도 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	지도 학습

•	비지도 학습

•	강화 학습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란 컴퓨터에 문제와 답을 몇 개 알려주고, 이를 기반으로 아직 

접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림 1.2와 

같습니다. 문제(X_train)와 답(y_train)으로 대응 관계를 학습시키고, 아직 접하지 않은 문제

(X_test)에 대응되는 답(y_test)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징량

X_train y_train

X_test y_test

ID ID

ID ID

예측	대상(정답이	주어짐)

특징량
예측	대상(정답이	주어지지	않음)

그림 1.2 지도 학습의 개요

1.2 	캐글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5



장제

이 장의 내용

●  2.1  일단 submit해 보기!

●  2.2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기: submit까지의 처리 흐름 살펴보기

●  2.3  탐색적 데이터 분석해 보기

●  2.4  가설을 기반으로 새로운 특징량 만들기

●  2.5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해 보기!

●  2.6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하기

●  2.7  ‘Cross Validation’의 중요성

●  2.8  앙상블 학습해 보기

●  2.9  2장 정리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Titanic	문제를	풀어	보면서,	머신러닝을	사용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점수를	조금씩	높이면서	캐글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Titanic 문제

2



2.1절에서 Leaderboard(리더보드)에 들어가고, 2.2절에서 샘플 코드의 흐름을 확인하겠

습니다. 2.3절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이어지는 2.4~2.8절에서는 

캐글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씩 배우면서 점수를 올려봅시다.

이번 장의 샘플 코드는 깃헙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파일 하나에 한 절의 내용이 나누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절에서 사용한 파일은 ch02_01.ipynb입니다. 코드와 관련

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있으므로 꼭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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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submit해 보기!

2.1

이번 절에서는 캐글에서 submit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캐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작성한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결과를 submit할 수 있습

니다.

•	Kaggle Notebook 사용

•	 csv 파일 직접 업로드

•	Kaggle API13 사용

일단 캐글의 Notebook을 사용해서 submit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캐글에 업로드할 2.1

절의 샘플 코드를 열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이 Notebook에는 여러 셀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른쪽 위에 있

는 ‘Save Version’을 클릭해 주세요. Notebook 전체가 처음부터 실행됩니다.

Save Version이 완료되면 오른쪽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숫자를 누르면 Notebook의 버전이 출

력됩니다.

13  Kaggle API 
https://github.com/Kaggle/kaggle-api (Accessed: 15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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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행 완료 후에 Viewing Version 화면

Go to Viewer를 누르면 최종 결과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림 2.2 실행이 완료된 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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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 ‘Output’ 탭을 클릭하면 그림 2.3처럼 현재 버전의 Notebook에서의 예측 결과가 

‘submission.csv’라는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 Output 탭

‘Submit’을 클릭하면 이 파일이 submit됩니다. 점수가 계산되는데, 현재 코드의 경우 ‘0.67464’

라는 값이 출력됩니다(그림 2.4).

2.1 	일단	submit해	보기! 27



장제

이 장의 내용

●  3.1  여러 테이블 다루기

●  3.2  이미지 데이터 다루기

●  3.3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

●  3.4  3장 정리

이번	장에서는	Titanic에서는	살펴보지	못했던	캐글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Titanic에서	더	나아가	여러	테이블	다루기,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등을	살펴봅시다.	이번	장의	샘플	코드는	앞	부속에서	

소개한	깃헙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한	절의	내용이	한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절은	ch03_01.ipynb	파일을	보면	됩니다.	샘플	코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Titanic에서 더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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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테이블 다루기

3.1

Titanic에서는 학습 전용 Dataset가 ‘train.csv’라는 하나의 csv 파일에 모여 있지만, 

Competition 중에는 여러 파일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me Credit Default Risk’56라는 Competition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관계를 가

진 여러 파일이 제공됩니다.

그림 3.1 ‘Home Credit Default Risk’ Competition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그림은 ‘Home Credit Default Risk’의 Data 탭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Competition을 보았을 때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하면, Titanic과 같은 문제에

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높은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56  Home Credit Default Risk 
https://www.kaggle.com/c/home-credit-default-risk (Accessed: 15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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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여러 파일을 결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

겠습니다.

예제로는 방금 소개했던 ‘Home Credit Default Risk’를 사용하겠습니다. ‘Home Credit Default 

Risk’는 대출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채무가 제대로 이행될지, 불이행될지에 대한 여부를 예측

해야 합니다. application_{train/test}.csv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 하나에 대해서, 다른 여러 csv 

파일에 과거 신청 내역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파일을 기반으로 삼아 필

요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1  테이블 결합하기

이번 절에서는 공개 Notebook인 ‘Introducton to Manual Feature Engineering’57의 코드를 기

반으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파일(application_train.csv)를 읽어 들입니다(그림 3.2). 각 줄이 하나의 대출 신청을 나

타내고, TARGET이 예측 대상입니다.

 1: application_train = \
 2:     pd.read_csv('../input/home-credit-default-risk/application_train.csv')
 3: application_train.head()

그림 3.2 application_train의 데이터

이어서 서브 파일에 해당하는 bureau.csv를 읽어 들입니다(그림 3.3). bureau.csv에는 

Competition을 주최한 Home Credit 외의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과거 대출 신청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처럼 두 파일은 SK_ID_CURR을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대출 신청 내역이

므로 application_train의 한 줄이 bureau의 여러 줄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57  Introduction to Manual Feature Engineering 
https://www.kaggle.com/willkoehrsen/introduction-to-manual-feature-engineering (Accessed:  15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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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reau = pd.read_csv('../input/home-credit-default-risk/bureau.csv')
2: bureau.head()

그림 3.3 bureau의 데이터

만약 일대일 관계라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결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1대N 관계이므로 N 측의 

Dataset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집약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집약’은 2.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징량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순간입니

다. 대충 여러 집약 패턴을 사용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Dataset처럼 열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가설을 세우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집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대출 횟수’가 중요한 특징량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특징량은 다음과 같이 

bureau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SK_ID_CURR별로 횟수를 집약한 것입니다(그림 3.4).

 1: previous_loan_counts = \
 2:     bureau.groupby('SK_ID_CURR', 
 3:                    as_index=False)['SK_ID_BUREAU'].count().rename(
 4:                        columns={'SK_ID_BUREAU': 'previous_loan_counts'})
 5: previous_loan_counts.head()

그림 3.4 previous_loan_counts 출력

이어서 application_train에 SK_ID_CURR을 키로 해서 결합하면 됩니다.

 1: application_train = \
 2:     pd.merge(application_train, previous_loan_counts, on='SK_ID_CURR', how='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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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left'라는 매개변수를 지정한 것에 주목해 주세요. 매개변수로 전달한 Dataset 중에서 

왼쪽의 것을 축으로 Dataset를 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양쪽에 포함되어 있는 SK_ID_CURR Dataset만 리턴합니다. 여기에

서 previous_loan_counts에는 과거 신청이 0회인 SK_ID_CURR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Dataset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pplication_train의 줄 수가 줄어든 것은 학습 전용 Dataset의 양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pplication_test.csv를 다룰 때 예측해야 하는 Dataset에 결손이 발생하

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Dataset에 해당하는 값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값이 됩니다(그림 3.5). 이러한 

결손값을 보완할 때는 그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예제에서 발생하는 previous_loan_

counts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0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림 3.5 application_train 내부의 결손값

 1: application_train['previous_loan_counts'].fillna(0, inplace=True)
 2: application_train.head()

이번 예제에서는 단순한 가설을 기반으로 특징량을 만들었지만, ‘최근 신청 이력에 더 큰 비

중을 두어서 집계한다’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Dataset를 집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으로 여러 파일을 결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입력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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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이 장의 내용

●  4.1  참가할 Competition을 선택하는 방법

●  4.2  초보자를 위한 도전 방법

●  4.3  분석 환경 선택 방법

●  4.4  4장 정리

이번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책을	모두	읽은	후에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	

하겠습니다.	참가할	만한	Competition	선택	방법,	초보자를	위한	도전	방법,	

분석	환경과	관련된	정보,	추천	자료	등을	소개합니다.

더 공부하려면

4



참가할 Competition을 선택하는 방법

4.1

캐글은 항상 10~20개 정도의 Competition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가할 Competition을 잘 선택해서, 캐글과 익숙해지는 과정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것은 ‘그래서 어떤 Competition을 해야 좋을까?’라는 판단 기준을 잡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이를 설

명하고, 어떤 Competition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메달 여부

•	Competition에서 다루는 데이터

•	개최 기간

•	Code Competition

4.1.1  메달 여부

메달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할 Competition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itanic과 같은 튜토리얼 전용 Competition처럼 개최되고 있는데도 메달을 획득할 수 없는 

Competition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Competition일수록 참가자들

의 수준이 높고, 참가자 수도 많습니다.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Competition인지는 Competition의 Overview 페이지 아래에 있는 

‘Ti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4.1, 그림 4.2).

그림 4.1 메달이 제공되는 경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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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메달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의 표시

4.1.2  Competition에서 다루는 데이터

자신이 다뤄보고 싶은 종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3장에서 설명한 것

처럼 캐글의 Competition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	테이블 데이터

•	이미지 데이터

•	텍스트 데이터

이외에도 동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주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Competition에는 다음과 같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표 4.1에 적힌 것처럼 이러한 

태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Competition은 Overview

와 Data 등을 보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4.1 Competition에 붙어 있는 데이터 관련 태그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 태그

테이블	데이터 tabular	data

이미지	데이터 image	data

텍스트	데이터 nlp,	text	data

동영상	데이터 video

음성	데이터 sound,	audio	data

4.1.3  개최 기간

Competition의 일반적인 개최 기간은 2~3개월 정도입니다.

처음 참가한다면 이미 개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Competition에 참가해 보기 바랍니다. 대

략 종료까지 대략 몇 주에서 1개월 정도 남은 것을 추천합니다.

개최가 일정 시간 지난 경우 Notebooks, Discussion 등에 정보가 모여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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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Vote 수와 댓글 수를 기반으로 좋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참고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는 Competition에 참가하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적은 

상태일 것이므로 Competition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

껴서 중간부터 불안하고 질릴 것입니다. 종료가 임박한 Competition에 참가하면 마감이 가깝

다는 생각도 들고, Competition 종료까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 여겨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Competition 종료 때는 최종 경과를 보는 재미도 있고, 상위 랭크의 사람들이 공개한 답

을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캐글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종료가 가까운 

Competition에 참가할 것을 추천합니다.

4.1.4  Code Competition

Code Competition은 Notebooks 환경을 사용해서 submit해야 하는 Competition입니다. 이러

한 Competition의 규칙은 크게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특징량 작성, 학습, 테스트 데이터 예측 등을 모두 하나의 Notebook에 작성해야 하는 

Competition
•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 처리를 Notebook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징량 작성과 학습은 

Notebook 이외의 부분에서 해도 되는 Competition

전자는 학습을 포함한 모든 처리에 하나의 Notebook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차이

가 나기 어려운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어디에서나 학습을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Notebooks 환경 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만

든 학습을 완료한 모델을 캐글의 Datasets에 업로드하고, 이를 Notebook에서 읽어 들여서 테

스트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Code Competition은 Overview에 ‘Notebook Requirements’ 또는 ‘Code Requirements’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실행 시간 제한 등의 규칙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으므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CHAPTER 4  더	공부하려면120



초보자를 위한 도전 방법

4.2

이번 절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도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를 미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요와 규칙 확인하기

2. 데이터 확인하기

3. 벤치마크 만들기

4. 벤치마크 개선하기

5. 앙상블 등으로 상위 랭킹을 노리기

캐글 랭킹 1위의 도전 방법

Competition 도전 방법과 관련해서 ‘Profiling Top Kagglers: Bestfitting, Currently #1 in the 

World’라는 현재 캐글 랭킹 1위의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https://medium.com/kaggle-blog/profiling-top-kagglers-bestfitting-currently-1-in-the-

world-58cc0e187b

4.2.1  개요와 규칙 확인하기

일단 Competition이 개최되는 목적,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Competition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확실

히 이해하고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Overview의 Description을 읽고, Competition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Discussion에 데이

터를 제공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추가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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