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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옮긴이 머리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데이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위를 보면 데이터가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개인의 성과는 물론이고 비즈니스 실적을 결정하는 큰 요
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사실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써 예측한 미래에 적합한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 결과에서 얻은 피드백을 활용해 더 나
은 시도를 하기 위함이지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이고 지속
적으로 시도하고 행동하려면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
니다. 과거 데이터는 물론, 행동 결과로 얻은 데이터도 반복적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머신러닝의 기술적 배경이나 지식에 관해 설명하는 책은 많습니다. 이미지 분석, 텍스트
분석, 영상 분석, 얼굴 인식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순수한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삶과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즉, 분석 결과를 판단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머신러닝을 활용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가설 수립, 데이터 전처리, 데
이터 분석, 가설과의 비교, 문제점 파악, 보고서 작성, 솔루션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과
정을 통해 단지 기술로서의 데이터 분석만이 아닌, 활용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분석에 관
해서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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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편집과 교정을 함께 해주신 이주
원 과장님과 이미연 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타리딩에 참여해 주신 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분이 이 책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출/퇴근 후 시간을 함께 보내지도 못하고 번역하는 동안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옆에
서 든든히 지지해 준 아내와 세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옮긴이 김모세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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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강한 의지,
지속적인 작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화
웹에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간단히 학습할 수 있는 시
대입니다. 기술 장벽은 크게 낮아졌고, 누구나 강한 의지와 PC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엔
지니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의 기술 활용이나 대처 방법과 같은 노하우는 입문서로 공부하는 것
만으로는 결코 익힐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실무 현장을 가정한 100개의 테크닉을 익힘으로
써, 현장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
다. 데이터 가공을 시작으로 머신러닝은 물론 최적화 문제나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등
폭넓은 기술을 실무 현장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내외에서 데
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등의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나 기존의 프
로젝트를 진행하는 분께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입문서로 기술을 습득해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여러분의 분석 결과나 기술이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감이지만 현장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의 운용
상황을 고려해 작은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소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
를 통해 이를 활용하는 동료를 조금씩 늘리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실무 현장을 가정한 100개의 문제를 풀면서 작은 규모이지만 지속적인 데이
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구조를 구현합니다. 이 책만으로는 대규모 시스템이나 다
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확실하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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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머신러닝 시스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
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를 구현합니다. 데이터
가공을 시작으로,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대
시보드를 만들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
은 지식은 대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엑셀 형식의 보고서로 표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폴더 구조 등을 정리해 소규모 구조를 완성합
니다. 2부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고 그 모델을 대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를 구
현합니다.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가공을 시작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고 평가합니
다. 그런 후에 머신러닝의 예측 결과를 대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어 지속해
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가정한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전 책인 《파이썬 데이터 분석 실무 테크닉 100》(위키북스, 2020)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
만, 이 책에서는 구조화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소규모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인식되고,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
러닝과 같은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는 기업의 실적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
런데도 이 프로젝트를 정말로 성공시키는 기업은 일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기업이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
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발하는 기능이 명확한 기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와는 완
전히 다르게,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은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AI의 정확도를 처
음부터 알 수 있다면 누구도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설 수립과 검증을 반
복하는 프로세스나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에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상향식bottom-up, 경영진의 지시로 시스템
부문 또는 본사에서 담당하는 하향식top-down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향식 접근 방
법은 최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형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즉시 성
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실무 현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래
서 초반에는 원만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내외의 고객이 늘어나면 최초 단계에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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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스템 관점의 요소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탓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인력이 부족해 시
스템을 중단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한편, 하향식은 상부의 지시로 시작되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시각화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화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도
현장감이 충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현장에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감
이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애써 구현한 시스템이라도 그다지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모처럼 시각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현장 멤버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시스템 부문의 볼
멘 목소리, ‘그 시스템은 사용하기 어려워 엑셀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장에서의 한숨 섞인
목소리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상향식, 하향식 개발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속할 수 있도록 구조
화된 소규모 시스템입니다. 상향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출한 문제나 현장에서 사용하
기 쉬운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데이터 업데이트나 보고를 지
속해서 수행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둡니다. 데이터는 업데이트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현장감이 있는 좋은 분석이나 머신러닝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데이터 업데이트
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엄청난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향식의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해 구조화에 강합니다. 자칫 시스템화나 도구 도
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쉽지만, 현장에 필요한 대책을 의식해 소규
모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하는 것에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시각화 대시보
드나 CSV 다운로드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엑셀 보고서가 매주 생성되는 것
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시스템은 이런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엑셀 등으로 최신 분석 보고서나 머
신러닝 결과가 반영된 보고서가 출력되는 정도입니다.
완벽한 데이터 가공 자동화나 매우 수준이 높은 분석 대시보드 혹은 머신러닝 시스템은 어
떤 보고서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소규모 시스템으로 검증한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소규모 시스템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PC 한 대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
러분의 의지와 한 대의 PC만으로도 기업은 물론 국내 데이터 활용 문화를 뒤바꿀 수 있
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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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효과적인 활용법

이 책은 파이썬 입문서가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프로젝트
의 담당자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쓴 실천서입니다. 10개 장
의 내용 모두를 여러분이 실제 마주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파고들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장에서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참여한 프로젝트 상
황과 여러분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전제 조건’에는 현재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
또는 의견 청취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주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라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각 장의 테크닉은 함께 일하는 선배 데이터 과학자가 보내는 조언이라 생각해도 좋습니
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조언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
겠다’와 같이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해 대책을 세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배 데이
터 과학자가 경험은 풍부할지 모르나, 초보자에게서 현장에 대한 신선한 시각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책에는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다소 긴 코드도 많이 실었습니
다. 각자의 시점에서 개선안을 생각해 보는 것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
움입니다. 분석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책을 발판 삼아 동료 엔
지니어와 의논의 장을 열어 보기 바랍니다.

이 책의 효과적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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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OS

파이썬
웹브라우저

윈도우 10 64비트/macOS 모하비
파이썬 3.7(Anaconda 또는 구글 Colaboratory 이용)
구글 크롬(주피터 노트북)

이 책에서는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각 장마다 필요한 모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No module named '모듈 이름'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때는 pip 등으로 해

당 모듈을 설치한 후에 진행합니다. 모듈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 책에서 이용하는 라이브러리 및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numpy

1.19.0

openpyxl

3.0.4

pandas

scikit-learn
matplotlib
seaborn

ipywidgets
ipympl
xlrd

1.0.5
0.23.2
3.3.2
0.11.0
7.5.1
0.5.8
1.2.0

샘플 코드
이 책의 샘플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github.com/Jpub/PythonML

샘플에는 소스 코드를 포함한 주피터 노트북과 실습에서 사용할 엑셀 파일 및 CSV 파
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DME.md’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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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찬석(LG전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전처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시각화 및 리포트 생성까지 해볼
수 있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어, 실무에서 활용할 범주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일을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책 자체에 코드 오류나 오
타가 거의 없어서 읽기 편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도 현업에서 응용하기 좋았습니다.
좋은 책을 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민서
실무 테크닉이 100개나 되니 매우 많은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
용으로 100개를 채우니 사실상 1,000개 정도는 되어야 더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다, 불러온다 등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으나, 이런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복잡한 기능 하나를 완성한다고 생각
하면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분보다 이제 신입으로 입사한 분께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머신러닝 기초를 다룬 입문서는 이제 매우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무에서 갖춰
야 할 지식이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룬 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진정으로 실무만을 위한 책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탐색
및 분석부터 문제점 파악, 솔루션 제시 및 보고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테크닉을 따라 하
다 보면 어느새 실무를 직접 다루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취지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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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책이며 참신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베타리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이
펍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지원(뉴빌리티)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의 수학적 원리를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데이터를 어떻
게 구조화하고, 작은 크기의 데이터로 시작하여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장하
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편안하게 읽
을 수 있었습니다.

안선환
이 책은 파이썬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어쩌면 입문자에게는 조금
불편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로 반복적인 보고서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석곤(엔컴)
평범한 머신러닝 입문서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트러블슈팅에 대
한 방법 및 노하우를 100가지 테크닉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최적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
는 가상의 문제를 풀면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으
로 먼저 학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두 가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좋았습니다.

이요셉(지나가던 IT인)
요즘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꾸준히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현업에서는 데이터와 구
조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손쉽게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을 알려 주면서 데이터 가공부터 시각화까지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단한 분석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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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현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결과를 대책으로 확장하는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중급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제 코드에
로컬화가 잘 되어 있어 실행이 잘 되었고, 본문 오타 등도 적어서 역자와 편집자가 정성을
많이 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지현
실제 프로젝트를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테크닉 하나하나를 내 것
으로 만드는 재미와 성취감이 있는 책입니다. 대충 보지 않았는데도 수정할 곳을 많이
찾지 못해 신기했습니다!

이태영(신한은행)
처음 파이썬을 접하는 분도 손쉽게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수록되어 직관적으로 알
기 쉽게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전 딥러닝 모델링을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데
이터를 병합해야 하는지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전반부에서
는 분석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
울러 후반부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맞추어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이현수(유노믹)
그동안 국내 번역 출간된 일본 기술서 중에 좋은 책이 많아서 이번에도 기대를 갖고 보았
습니다. 함께 제공된 깃허브 저장소에 올려진 소스 코드(주피터 노트북)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각 장의 내용을 코딩 실습하고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제가 좋
아하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구성이었습니다. 오탈자도 거의 없고 일본어로 되어 있던
소스 코드와 데이터 세트까지 모두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데서 역자의 정성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정태일(삼성SDS)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수식으로 인해 전체 맥
락을 이해하기도 전에 시작부터 지치거나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 책은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에 약간의 지식만 있더라도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을 빠르게 경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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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잘 정리해 둔 책입니다. 상황을 제시하고 데이터 가공부터 모델
구현, 예측 및 보고의 한 사이클을 반복 수행해 가면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활용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관련 어려운 용어
와 복잡한 개념에 지치신 분이나,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이 실습을 통해 전체 맥
락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데이터를 가공, 시각화하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
하는 과정까지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따라 하면서 데이터 분석가
가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습
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무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테크닉을 참고하
는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오탈자도 눈에 잘 안 띄고, 샘플 소스 코드 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
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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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I

데이터 분석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분석 결과로부터 대책을 제안하고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석
설계� 데이터 가공� 시각화 분석� 대책(가설)� 효과 검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었다면 본격적으로 수평 전개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책은 한 차례 실시하는
실하시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검증할 수 없을 때가 많으므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실시합니다� 데이터를 항상 축적하면서 업데이트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

니다�

분석 설계

데이터
가공

시각화
분석

대책

효과 검증

수평 전개/
시스템화

1부에서는 피자 체인을 주제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다뤄 봅시다� 우선 데이터를 이해

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결합 및 기초 통계량을 확인

합니다� 그런 후에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기초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지도 학

습(Unsupervised Learning)의 클러스터링이나 차원 소멸을 다룹니다� 이 지식을 바탕
으로 다각적인 시점을 얻기 위해 분석 대시보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엑셀을 이용해 보

고서를 만듭니다�

이 내용을 구조화해서 지속해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완성합니다�
1부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데이터 가공

pandas

시각화

matplotlib, seaborn, openpyxl

머신러닝

scikit-learn

01
CHAPTER

분석 준비를 위한
테크닉 10

여러분이 데이터를 사용해 회사를 극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어떤 데이터가 존재
하는지 알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 현장에는 다양한 시
스템이 존재하며, 각 데이터는 대부분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
러 이유가 있지만 시스템이 다루기 쉬운 데이터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만든다
면 그 자료는 주로 한국어로 표현할 것입니다. 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그 자료를 보는 사
람에게 더욱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시스템상에서 다루는
데이터 대부분은 영문자가 연결된 상태로 시스템이 처리하기 쉽게 규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는 어떤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
로 만들어야 분석하기 쉬운지, 그리고 분석하기 쉬운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
을 것입니다.

1장에서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순서를
몸에 익힙니다.
■ 테크닉 1: 데이터를 모두 로딩하자
■ 테크닉 2: 데이터를 유니온(결합)하자
■ 테크닉 3: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확인하자
■ 테크닉 4: 여러 데이터를 유니온(결합)하자
■ 테크닉 5: 데이터 통계량을 확인하자
■ 테크닉 6: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자
■ 테크닉 7: 마스터 데이터를 조인(결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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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닉 8: 마스터가 존재하지 않는 코드에 이름을 설정하자
■ 테크닉 9: 분석 기초 테이블을 출력하자
■ 테크닉 10: 셀을 사용하기 쉽게 정리하자

상황

여러분은 한시라도 빨리 자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데이터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스템 운용 관련 부서의 구성원이라면 데이터를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인원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다룰 기
회는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회사나 현장에 따라 다릅니
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상사는 물론 회사가 여러분의 취지에 찬성하고, 시스템 부
문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이 달성하는 성과에 따
라서 회사가 데이터 분석 전담 부서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전제조건

• 이 장에서의 10개 테크닉은 피자 체인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 데이터는 표에 나타낸 세 종류의 5개 데이터입니다.
• m_area.csv는 지역 마스터로서 지역 코드, 지역 정보, 시/도/군/구 이름을 저장하
고 있습니다. 매장 마스터에 지역 코드로 연결함으로써 대상 매장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_store.csv는 매장 마스터로서 매장 코드, 매장 이름, 지역 코드를 저장합니다.
• 이렇게 값이 유일하게 고정된 데이터는 반드시 마스터 데이터master data로 관리해야
합니다.
• tbl_order_202104.csv는 이 피자 체인의 2021년 4월 주문 데이터입니다. 주문 여
부나 그 내용은 시시각각 변경되므로 값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데이터는 트랜잭션 데이터transaction data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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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l_order_202105.csv, tbl_order_202106.csv는 각각 2021년 5월과 2021년 6월
의 주문 데이터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주문 데이터를 월 단위로 출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잭션 데이터의 숫자가 매우 많을 수도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 단계에
서 미리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 실제 시스템에는 정보가 더 있을 것입니다. 고객 마스터나 주문 상세 데이터 등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취급 방법부터 시
작해 보겠습니다.
표 1-1 데이터 목록
No�

설명

1

지역 마스터, 시/도/군/구 정보

2

m_store.csv

매장 마스터, 매장 이름 등

3-1

tbl_order_202104.csv

4월 주문 데이터

3-2

tbl_order_202105.csv

5월 주문 데이터

3-3

tbl_order_202106.csv

6월 주문 데이터

테크닉

1

파일명
m_area.csv

데이터를 모두 로딩하자

먼저 세 종류의 데이터를 각각 읽어서 내용을 표시해 봅시다. 세 종류의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한 CSV 형식 파일입니다.
가장 먼저 m_store.csv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로딩해 봅시다.
import pandas as pd
m_store = pd.read_csv('m_store.csv')
m_store

테크닉 1 데이터를 모두 로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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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_store 로딩 결과

첫 번째 행에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pandas를 로딩합니다. import pandas 뒤에 as
pd를 붙여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행에서는 pandas의 read_csv 함수를 사용해서 m_store.csv 파일을 로딩하고
데이터프레임 타입의 변수 m_store에 저장합니다. 첫 번째 행에서는 pandas에 pd라는
별명을 붙였으므로 pd.read_csv와 같이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에서는 변수 m_store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데이터프레임 변수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면 데이터의 내용, 행 수, 열 수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건수가 많을 때는 처음 다섯
줄과 마지막 다섯 줄만 표시하므로 로딩한 데이터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림 1-1의 출력 결과에서 가장 왼쪽에는 0부터 연번(인덱스)이 표시되며 이 번호는 데이

터프레임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데이터 건수만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len(m_store)

그림 1-2 m_store 건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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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처음 5개만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m_store.head()

그림 1-3 m_store 처음 5개 데이터

이 함수들은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데이터도 로딩해 봅시다.
tbl_order에는 여러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m_area.csv와 tbl_order_202104.csv를 로

딩해 봅시다.
주피터 노트북의 셀은 데이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m_area = pd.read_csv('m_area.csv')
m_area

tbl_order_4 = pd.read_csv('tbl_order_202104.csv')
tbl_order_4

테크닉 1 데이터를 모두 로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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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테크닉 10

앞 장에서는 데이터 가공의 기본을 학습하고 기초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장에서
는 기초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데이
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학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익히고 간단
한 머신러닝도 수행해 봅시다.
■ 테크닉 11: 데이터를 로딩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자
■ 테크닉 12: 데이터 전체 이미지를 파악하자
■ 테크닉 13: 월별 매출을 집계하자
■ 테크닉 14: 월별 추이를 시각화하자
■ 테크닉 15: 매출에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자
■ 테크닉 16: 시/도/군/구별 매출을 집계해서 시각화하자
■ 테크닉 17: 클러스터링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하자
■ 테크닉 18: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매장을 그룹화하자
■ 테크닉 19: 그룹의 경향을 분석하자
■ 테크닉 20: 클러스터링 결과를 t-SNE로 시각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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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가공을 마스터한 여러분은, 한시라도 빨리 무언가의 경향을

상황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 해도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기술이 존재합
니다. 먼저 간단한 분석에서 시작해 복잡한 분석으로 시점을 넓혀 가면서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익힙니다.

전제조건

이번 장에서는 1장에서 만든 데이터 파일을 다룹니다.
표 2-1 데이터 목록
No�

1

테크닉

11

파일명

order_data.csv

설명

1장에서 만든 주문 데이터

데이터를 로딩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자

먼저 1장의 테크닉 9 와 테크닉 10 에서 저장한 주문 데이터(내용은 같습니다)를 로딩해 내
용을 확인해 봅시다.
import pandas as pd
order_data = pd.read_csv('order_data.csv')
print(len(order_data))
order_data.head()

테크닉 11 데이터를 로딩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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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order_data 로딩 결과

문제없이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이번 분석에서 필요하지 않은 데
이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order_data = order_data.loc[(order_data['status'] == 1)|(order_data['status'] == 2)]
print(len(order_data))
order_data.columns

그림 2-2 필터링 결과

첫 번째 행에서는 loc을 사용해 status가 1 또는 2인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테크닉 8 에
서 status=0은 주문 접수, status=9는 주문 취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
심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태 항목을 제외했지만 주문 횟수나 주문 취소 횟수를 확인하는
등 분석 관점에 따라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석 관점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제외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 단계에서 필요한 정
보가 삭제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어떤 지점에서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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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oc로 여러 조건을 지정할 때는 각 조건을 ( )로 감싸고, &(and) 혹은 |(or) 연산자
로 연결하는 점에 주의합니다.
이어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합니다.
analyze_data = order_data[[
'store_id', 'customer_id', 'coupon_cd',
'order_accept_date', 'delivered_date', 'total_amount',
'store_name', 'wide_area', 'narrow_area',
'takeout_name', 'status_name']]
print(analyze_data.shape)
analyze_data.head()

그림 2-3 분석용 데이터

order_data 항목으로 필터링해서 analyze_data에 저장합니다. 이번 데이터는 레코

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레코드 수나 항목 수가 매우 많은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대상 데이터를 가능한 한 작게 하는 편이 처리 속도나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좋습니
다. 항목 수가 많으면 일일이 코드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전 셀의 order_data.
columns에서 화면에 표시한 항목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뒤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항목을 analyze_data에 추가한 다음 불필요한 항목을 뒤에서
지정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가공합니다.

테크닉 11 데이터를 로딩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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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닉

12

데이터 전체 이미지를 파악하자

다음으로 분석용 데이터의 통계량을 확인합니다. 테크닉 5 에서 사용한 describe()를 이
용해 다시 확인합니다.
analyze_data.describe()

그림 2- 4 분석용 데이터의 통계량

describe()는 수치 타입 항목을 집계하기 때문에 store_id와 coupon_cd도 집계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봅시다.
analyze_data.dtypes

그림 2-5 분석용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변경 전)

각각 수치 타입인 int64입니다. 이를 문자열 타입으로 변경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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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머신러닝
시스템
2부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대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봅니다�

머신러닝은 어디까지나 기술의 하나일 뿐 무적의 도구는 아니므로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머신러닝을 능숙하게 활용하면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대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대단한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목적은 머신러닝으

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대책을 실행하고� 효과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래 예측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대상은 과거의 사실이지 미래

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달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매달 보고서를 만들

어 공유하는 것은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의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달 주문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직원 배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요? 과거의 사례로부터 다음 달의 주문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설계� 데이터 가공� 모델 구현 및 평가� 대책� 효과 검증의 일반적인 흐름을 수행합니다� 데이

터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충분한 효과를 얻어냈다면 본격적으로 수평 전개 또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합니다� 효과 검증 단계에서는 대책을 조합하는 방법을 수정하거나 모델 정밀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모델 구현까지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 설계

데이터
가공

시각 모델
구축 및
평가화 분석

대책

효과 검증

시스템화
및 수평
전개

2부에서도 피자 체인을 주제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먼저 1부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할지 고려해 머신러닝용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1부를 복습하면서 데이터를 가공해 봅

시다� 그런 후에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합니다� 여기에서는 다각적으로 모델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간이
모델 구현 시스템을 만듭니다� 모델이 만들어지면 업데이트(신규) 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이 예측 시

스템을 만듭니다� 마지막 과제로 1부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포함해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대응하는 소규
모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2부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데이터 가공

pandas

시각화

matplotlib, openpyxl

머신러닝

scikit-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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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할 때도 데이터 가공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의 80퍼센트는 데이터 가공이라 불립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미
궁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머신러닝 모델에 투입하기 직전까지
의 준비를 합니다.
이번 장은 1장의 흐름과 같습니다. 1장의 내용에 머신러닝용 변수까지 추가합니다. 또한,

5장에서 만든 폴더 구성도 함께 준비하면서 진행합니다. 복습을 겸해서 도전해 봅시다.
■ 테크닉 51: 데이터 가공을 위한 밑준비를 하자
■ 테크닉 52: 데이터를 로딩하고 데이터 가공 방향성을 검토하자
■ 테크닉 53: 1개월분 데이터로 기본적인 가공을 하자
■ 테크닉 54: 머신러닝용 변수를 만들자
■ 테크닉 55: 매장 단위로 집계해서 변수를 만들자
■ 테크닉 56: 데이터 가공과 매장별 집계를 함수로 실행하자
■ 테크닉 57: 모든 데이터를 로딩하고 데이터를 가공하자
■ 테크닉 58: 목적 변수를 만들자
■ 테크닉 59: 설명 변수와 목적 변수를 연결해 머신러닝용 데이터를 완성하자
■ 테크닉 60: 머신러닝용 데이터를 확인하고 출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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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각 매장에 피자 배달 시간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상황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마다 개선율이 다르기
때문에 피자 배달 시간을 지난달과 비교해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아
니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 예측하면 매장 직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제조건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2020년 4월 ~ 2021년 3월의 주문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주문 데이
터는 월별로 제공됩니다.
표 6-1 데이터 목록
No�

파일명

설명

1

m_area.csv

지역 마스터. 시/도/군/구 정보

2

m_store.csv

매장 마스터. 매장 이름 등

3

tbl_order_202004.csv ~ tbl_order_202103.csv

2020년 4월 ~ 2021년 3월 데이터

테크닉

51

데이터 가공을 위한 밑준비를 하자

데이터 가공을 위한 밑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할지 생각해 봅
시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피자 배달 시간이 짧을수록 주문 취소율의 경향이 낮다는 것을 알
았습니다. 그럼 피자 배달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과제로 설정해 봅시다. 어떤 매장은 업무
흐름을 바꿔서 피자 배달 시간의 낭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런 대응은 매장이 자체적으로
그 노하우를 전사에 공유하거나 본부에서 공통의 업무 흐름을 수정하는 등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매장에서는 점장이 데이터를 참조해 업무 균형이 맞도록 인원을 배치하기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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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 점장의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점장은 과거의 매출이나
주문 건수를 보고, 매달 언제 주문 건수가 늘어나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 예측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교대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피자 배달 시간을 개선하면서 비용도 낮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나름의 지식을 도출해서 예측하는 행동은 사람
의 강점이며, 사람에 따라 그 능숙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1부에서 보고서를 공유했을 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점장과 그렇지 않은 점장으로 나뉘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난달
까지의 데이터로부터 다음 달의 주문 건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해 봅시다. 주문 건
수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하는 것이므로 지도 학습의 분류
(이진 분류) 모델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평일과 휴일의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피자 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공해 봅시다. 먼저 어떤 폴더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요? 데이터를 가공하기 전
의 입력 데이터와 데이터를 가공한 후의 출력 데이터가 있으므로 5장과 같은 폴더 구조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 장과 마찬가지로 폴더를 만듭니다.
import os
data_dir = 'data'
input_dir = os.path.join(data_dir, '0_input')
output_dir = os.path.join(data_dir, '1_output')
master_dir = os.path.join(data_dir, '99_master')
os.makedirs(input_dir, exist_ok=True)
os.makedirs(output_dir, exist_ok=True)
os.makedirs(master_dir, exist_ok=True)

chapter06

data

chapter06.ipynb

0_input
1_output
99_master

그림 6-1 6장의 폴더 구조

테크닉 51 데이터 가공을 위한 밑준비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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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폴더 생성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번에 사용할 샘플 데이터를 배치합니다. 0_input 데이터에는 주문
데이터, 99_master 데이터에는 지역 마스터와 매장 마스터를 저장합니다.
계속해서 0_input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주문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주문
파일이 존재하므로 파일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0_input 폴더의 내
용을 확인해 경로를 자동으로 배열로 정의합니다. 테크닉 3 을 참고해 도전해 봅시다.
import glob
tbl_order_file = os.path.join(input_dir, 'tbl_order_*.csv')
tbl_order_paths = glob.glob(tbl_order_file)
tbl_order_paths

그림 6-3 주문 데이터 경로 얻기

테크닉

52

데이터를 로딩하고 데이터 가공 방향성을
검토하자

이어서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먼저 간단한 마스터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이 작업은 이제
익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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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andas as pd
m_area_file = 'm_area.csv'
m_store_file = 'm_store.csv'
m_area = pd.read_csv(os.path.join(master_dir, m_area_file))
m_store = pd.read_csv(os.path.join(master_dir, m_store_file))
m_area.head(3)

그림 6- 4 마스터 데이터 로딩

이것은 테크닉 42 와 완전히 같은 코드입니다. 이와 같이 폴더 구조를 고려해 함수명을
통일해 두면 쉽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문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먼저 1개월분 주문 데이터만 지정해서 로딩해 봅시다.
주문 데이터는 tbl_order_paths에 배열로 저장되므로 그중 하나를 로딩해 봅시다. 데이
터 전체 건수와 처음 3개 데이터도 표시합니다.
tbl_order_path = tbl_order_paths[0]
print(f'데이터 로딩: {tbl_order_path}')
order_data = pd.read_csv(tbl_order_path)
print(f'데이터 건수: {len(order_data)}')
order_data.head(3)

그림 6-5 주문 데이터 로딩

테크닉 52 데이터를 로딩하고 데이터 가공 방향성을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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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테크닉 10

6장에서는 머신러닝 설계부터 데이터 가공까지의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도 첫 테크닉 3개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테크닉 64 부
터 모델을 구현합니다. 모델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현하며, 이번처럼 평일/휴일
모델 등 여러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여러 알고리즘 및 모델을 구
현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 평가
등 기본적인 기능을 만든 뒤 여러 모델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
니다.
■ 테크닉 61: 폴더를 만들고 머신러닝용 데이터를 저장하자
■ 테크닉 62: 범주형 변수에 대응하자
■ 테크닉 63: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자
■ 테크닉 64: 모델 하나를 구축하자
■ 테크닉 65: 모델을 평가하자
■ 테크닉 66: 모델의 중요도를 확인해 보자
■ 테크닉 67: 모델 구현부터 평가까지의 과정을 함수화하자
■ 테크닉 68: 모델 파일과 평가 결과를 출력하자
■ 테크닉 69: 알고리즘을 확장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자
■ 테크닉 70: 평일/휴일 모델을 한 번에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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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피자 배달 시간을 단축하기

상황

위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을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문
데이터로부터 다음 달 주문 건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로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공한 후에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합니다.

전제조건

이번 장에서는 6장에서 주문 데이터와 각종 마스터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든 머신러닝용
데이터인 ml_base_data.csv만 이용합니다.
표 7-1 데이터 목록
No�

1

테크닉

61

파일명

ml_base_data.csv

설명

6장에서 만든 머신러닝용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머신러닝용 데이터를 저장하자

먼저 폴더 구성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본 구성인 입력 데이터와 가공 후의 출력 데이터 폴더만으로 진행합
니다.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마스터 데이터가 이미 결합되어 있으므로 마스
터 폴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폴더를 만들어 봅시다.
import os
data_dir = 'data'
input_dir = os.path.join(data_dir, '0_input')
output_dir = os.path.join(data_dir, '1_output')
os.makedirs(input_dir,exist_ok=True)
os.makedirs(output_dir,exist_ok=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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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폴더 구성

폴더를 만들었다면 해당 폴더에 데이터를 배치합니다. 0_input 데이터에 ml_base_data.
csv를 저장합니다. 파일을 배치한 뒤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import pandas as pd
ml_data_file = 'ml_base_data.csv'
ml_data = pd.read_csv(os.path.join(input_dir, ml_data_file))
ml_data.head(3)

그림 7-2 머신러닝용 데이터 로딩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에 입력하기 전 데이터를 마지
막으로 가공합니다.

테크닉

62

범주형 변수에 대응하자

머신러닝에서는 다루는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store_name과 같이
범주형 분류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는 숫자로 다룰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
니다. 범주형 변수는 어느 특정 범주에 속하면 1이라는 플래그를 세우는 타입을 일반적
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표현 방법을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이라 부릅니다. 코

테크닉 62 범주형 변수에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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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실행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category_data = pd.get_dummies(ml_data['store_name'],
prefix='store', prefix_sep='_')
display(category_data.head(3))

그림 7-3 원-핫 인코딩

pandas의 get_dummies를 사용해 간단하게 원-핫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범주형 변

수를 숫자로 다룰 수 있으므로 이것을 원 데이터와 결합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범주형
변수의 1열을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store_가덕해안로점을 삭제합니다. 해당 열을 삭제해도 모든 플래그가 0이면
그것은 store_가덕해안로점인 것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형 변수처럼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된다면 일반적으로 1열을 제외합니다(다중 공선성 방지).
그리고 원 데이터로 결합할 때, 원-핫 인코딩 전의 변수인 store_name과 숫자의 의미를
갖지 않는 year_month를 삭제합니다. year_month 역시 범주형 변수이므로 원-핫 인코
딩해 줘도 문제가 없지만 이 책에서는 삭제합니다.
del category_data['store_가덕해안로점']
del ml_data['year_month']
del ml_data['store_name']
ml_data = pd.concat([ml_data, category_data],axis=1)
ml_data.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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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 범주형 변수 결합

이것으로 범주형 변수 대응을 마쳤습니다. 6장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원-핫
인코딩하게 되면 정보로서 인식하기 어렵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 처리는 머신러닝 모델 투입 직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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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자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눕니다. 머신러닝은 미지의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모델 구현에 사용하면, 그 모델이 미지의 데이터에 대응하는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미지의 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은 범용적이고 좋은 모델이라 불리며 범
용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어 봅시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은

7:3으로 합니다. 이 비율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내야 하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5:25, 7:3 또는 8:2를 많이 사용합니다. 5:5로 나누
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정밀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샘플 수가 적을
때는 특히 취약하므로 교차 검증 등을 이용해 정밀도를 올바르게 검증해야 합니다.
scikit-learn을 사용하면 1행의 코드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수 있습

니다. 이때 난수 시드random seed를 고정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데이터 건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weekday 모델과 weekend 모델이 있으므로 두 가지 모델의
건수를 모두 출력해 봅시다.

테크닉 63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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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머신러닝 실무 테크닉 100》을 마쳤습니다.

1부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가공부터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한 기술,
그것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고방식을 학습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실행의 의미와 그 효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
서는 과거 상황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얻은 정보를 대책
으로 연결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기술서에서 시작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시각화는 물론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까지 마음만 먹
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시대 아닐까요? 하지만 기술을 익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
용하는지 모르면 고객뿐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모처럼의 지식이 쓸
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술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술 너머에 무
엇이 있는지, 기술을 통해 현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까
지 전달되게 하자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고객이나 현장을 고려한 구조를 구현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나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또는 평가되는
요소의 하나로 적절한 정보를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설명한 가설이나 구조 또는 폴더 구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최
적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익힌 지식에 정말 조금의 개선을 더함으로
써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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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쓰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리즈 전편의 저자인 마츠다 유우마 님께는
전문가 관점에서의 조언을 받았고 치바 야헤이 님께는 특히 환경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
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수많은 안건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의 파트너 스즈
키 히토시 님, 타카키 요스케 님께도 적절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타나베 준카 님께는 기
획 단계에서의 기술 조사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책 조판 과정에서 츠유키 히
로시 님, 나카무라 치에 님, 카미야 히데아키 님, 사키 모모코 님, 모리 마사루 님께 도움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 개발을 함께해 준 고요 건설 주식회사의 우카이 료우
키 님, 사카모토 준 님, 키쿠하라 노리코 님께는 관리자로서의 시점과 현장의 시각에 관
한 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가족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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