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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

한때는 신기루처럼 여겨졌던 ‘인공지능’은 지난 수년 사이 실현 가능한 

기술로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이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이며, 머신러닝과 관련하여 파생된 여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머신러닝》은 최근 주목받는 딥러닝 기술 대신 전통적으

로 사용되어 온 머신러닝 기법을 다루는 책입니다. 딥러닝은 강력한 도

구이지만, 주로 비구조적(비정형) 데이터에서 활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엑셀부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구

조적(정형) 데이터가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활용도가 더 높은 상황이

며, 이러한 데이터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으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

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구조적 데이터와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에 집중합니

다.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초급자용은 아니지만, 머신러

닝 모델의 구성 요소, 데이터와 모델의 평가 및 분석을 다양한 도구로 

접근해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옮긴이	머리말		xi

모든 것을 따라 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며,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독자가 도구의 종류, 사용 방법, 각종 파라미터 등을 빠르게 훑으며 기

억을 상기할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습

니다.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책에 프린트된 결과가 실제 코드 결과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은 감안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지탱해 준 아내 최형아와 딸 박다경, 편집에 신경 

써준 제이펍의 김정준 부장님, 여러 오류를 바로잡도록 도와준 베타리

더 분들,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딥백수 커뮤니티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찬성 드림



xii  이	책에	대하여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머신러닝 및 데이터 과학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분야다. 저자는 경력의 대부분을, 파이썬과 데이터를 사용한 작업에 종

사해 왔으며, 이 경험을 살려 지금까지 현업에서, 구조적 데이터를 위한 

머신러닝의 문제 해결을 다룬 워크숍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해 온 공통 

방법을 수록한 참고서를 만들고자 했다. 

이 책은 구조적 데이터용 예측 모델링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최고의 자

료 및 예제 모음을 제공한다. 요구되는 작업을 위한 수많은 라이브러리 

가운데, 기술 컨설팅 및 실제 현업에서 적용한 것들 중 유용하다고 판

단되는 라이브러리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일부 독자들은 딥러닝 기법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할지

도 모른다. 딥러닝은 그 자체로만 다른 하나의 책으로 묶을 만한 분야

다. 또한 저자는 비교적 간단하고 가벼운 기술을 더 선호하는 편이며, 

업계의 동료들도 대부분 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딥러닝은 비구조적 

데이터(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를 위한 것이며, XGBoost와 같은 강력한 

도구는 구조적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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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문제 해결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서 이 책이 활용되길 바란다.

기대되는 내용

이 책은 일반적인 구조적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며 깊이 있

는 예를 제공한다. 다양한 라이브러리, 모델, 이들의 장단점, 조정 및 

해석 방법 등을 다룬다.

제공되는 코드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게끔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대상 독자

머신러닝을 배우는 중이거나 수년 동안 써 왔다면, 이 책이 귀중한 참

고 자료가 될 것이다. 파이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며, 관련 문

법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라이브러리로 실제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심층적인 수업 과정을 대체하기보다 응용 머신러닝 수업 과정이 다루는 

내용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머신러닝 및 

데이터 분석 수업에서 이 책을 참고 자료로 사용 중이다).

이 책에 사용된 규칙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 규칙이 사용된다.

고딕체

새로운 주요 용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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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폭 서체

변수, 함수명,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유형, 환경 변수, 구문, 키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의 요소를 표시한다. 단락 내, 프로그램 코드 블록에서 

사용된다.

유용한	정보나	제안사항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나타낸다.

주의	및	경고를	나타낸다.

예제 코드의 사용

보충 자료(예제 코드, 연습 문제 등)는 https://github.com/mattharrison/

ml_pocket_reference 에서 찾아볼 수 있다(옮긴이: https://deep-diver.

github.io/pocket-ml-reference-korean/ 에 원본 코드를 다듬어서 컬러 그림과 

같이 올려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은 여러분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책에 수록된 예제 코

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및 문서에 활용되어도 좋다. 심각한 수준으로 

코드를 복제하지 않는 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여러 코드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

다. 하지만 책의 예제 CD-ROM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

가 필요하다. 이 책의 내용과 예제 코드를 인용해 누군가의 질문에 답

하는 데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상당량의 예제 코드를 

유용한 정보

노트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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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의 설명서에 수록한다면 허가가 필요하다.

인용 시에 출처를 명시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목, 저자, 발행자, ISBN이 포함되

어야 한다. 

예제 코드의 사용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앞서 언급한 권한의 범위를 벗

어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permissions@oreilly.com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감사의 말

아내와 가족의 지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멋진 언어와 도구를 제공한 

파이썬 커뮤니티에도 감사드린다. 훌륭한 피드백을 제공한 니콜 태치Nicole	

Tache와 함께 작업한 것은 멋진 일이었으며, 기술 검토자인 미키오 브라운

Mikio	Braun, 나탈리노 부사Natalino	Busa, 저스틴 프란시스Justin	Francis는 책의 

내용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줘서 감사드린다.

표지에 대하여

표지 동물은 북부 크레스티 뉴트(Triturus cristatus)인데, 영국 본토의 동

쪽, 유럽 본토에서 러시아 서부까지의 지역 중 고인 물 근처에서 발견되

는 양서류다.

크레스티 뉴트는 등에 어두운 반점이 있고, 노란 오렌지색을 띤 배에는 

흰색 반점이 있다. 짝짓기 시즌 동안 수컷은 크고 들쭉날쭉한 볏이 생기

고, 암컷은 항상 꼬리에 주황색 줄무늬를 가진다.

동면하지 않는 기간의 크레스티 뉴트는 진흙이나 바위 아래에서 서식하

며, 물속에서는 다른 뉴트, 올챙이, 어린 개구리, 벌레, 곤충의 유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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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를 사냥하고, 육지에서는 곤충, 벌레, 기타 무척추동물을 사냥한

다. 약 27년의 수명을 가지며, 18cm 정도까지 자라곤 한다.

현재 북부 크레스티 뉴트의 보존 상태는 낮은 멸종위험도로 지정되어 

있다. 오라일리 책 표지에 등장하는 많은 동물은 멸종 위기종이며, 이

들 모두 세상에 중요한 개체다.

표지 그림은 《메이어스 클라인 렉시콘Meyers	Kleines	Lexicon》의  흑백 판화

를 토대로 카렌 몽고메리Karen	Montgomery가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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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석(LG전자)

굉장히 함축된 내용으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법과 시각화 방법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코드가 눈에 익은 데이터 엔지니

어/과학자에게는 좋은 가이드북이 되는 한편, 내용이 매우 함축적으로 

들어 있어서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책 분량만큼이

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될 듯싶습니다.

박조은(오늘코드)

머신러닝을 배우면 알아야 할 수학 공식이나 통계 지식이 너무 많아 압

도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나 여러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 본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을 추상화해서 쉽게 사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알고리즘의 복잡한 내부를 바닥까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져와 내 실무 데이터에 바로 적용

해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초급자는 복잡한 내용을 추상화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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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분들에게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석곤(엔컴)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워크플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내가 필요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잘 몰라 하나씩 적용하

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 책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머신러닝을 처리할 때 어떻게 시작해서 

모델을 배포하는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잘 설명합니다. 머신러닝의 방법

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 책으로 학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용진(삼성SDS)

colab, mybinder, github으로 코드가 제공되어서 책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용이 초급자보다는 머신러닝으로 실제 업무

를 수행해 봤거나, 어떤 알고리즘이나 함수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

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이론과 실제 코드에 대해서도 잘 설명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찾아보는 용도로는 아주 좋

은 것 같습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옆에 두고 보면 좋은 책입니다.

정욱재(당근마켓)

머신러닝을 배울 때 참고하며 읽기 좋은 책입니다. 시각화에 관한 내용

이 많이 들어 있어 시각화할 때 많이 참고할 것 같고, 다양한 방법론을 

간단하게 훑어줘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딥러닝보다는 사이킷런, XGBoost 등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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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흔히 말하는 Cookbook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이 좋았

습니다. 캐글로 널리 알려진 타이타닉 예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

을 해서 일관성 있게 배우기 좋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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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 H A P T E R

소개

이 책은 머신러닝에 대한 교육 자료라기보다는 각종 메모, 테이블, 예제

를 수록한 것이다. 필자가 학습하는 동안 남긴 추가적인 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독자는 인쇄된 노트북 형태로 사용하면 좋다. 종이 질감을 좋

아하는 독자라면 인쇄된 노트북에 본인만의 메모, 다양한 참고문헌 등

을 추가하여 풍부하게 가꿔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조적 데이터로 분류 문제를 다루는 것 외에도, 연속적인 값

regression(회귀)의 예측, 클러스터 생성, 차원 축소의 시도 등도 다룰 것

이다. 딥러닝 기법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 딥러닝 기법은 비구조적 

데이터에서 잘 작동하는 반면, 이 책에서 다뤄지는 기법들은 구조적 데

이터에서 많이 사용된다.

선행 지식으로는 파이썬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pandas

라이브러리1를 사용한 데이터 조작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구조적 

데이터를 다루는 데 훌륭한 도구인 pandas를 활용한 다양한 예가 포함

1 https://pandas.py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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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numpy에 친숙하지 않다면 인덱싱 연산에 약

간 혼란스러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pandas 전체 범위는 한 권의 책으로

서 온전히 다뤄져야 할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사용된 라이브러리

이 책에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이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

일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설치가 까다롭거나 다른 라이브러리 버전

과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하는 것

은 아니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설치’하면 된다. 

>>> import autosklearn, catboost, 
category_encoders, dtreeviz, eli5, fancyimpute, 
fastai, featuretools, glmnet_py, graphviz, 
hdbscan, imblearn, janitor, lime, matplotlib, 
missingno, mlxtend, numpy, pandas, pdpbox, phate, 
pydotplus, rfpimp, scikitplot, scipy, seaborn, 
shap, sklearn, statsmodels, tpot, treeinterpreter, 
umap, xgbfir, xgboost, yellowbrick

>>> for lib in [
...  autosklearn,
...  catboost,
...  category_encoders,
...  dtreeviz,
...  eli5,
...  fancyimpute,
...  fastai,
...  featuretools,
...  glmnet_py,
...  graphviz,
...  hdbscan,
...  imblearn,
...  lime,
...  janitor,
...  matplotlib,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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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no,

...  mlxtend,

...  numpy,

...  pandas,

...  pandas_profiling,

...  pdpbox,

...  phate,

...  pydotplus,

...  rfpimp,

...  scikitplot,

...  scipy,

...  seaborn,

...  shap,

...  sklearn,

...  statsmodels,

...  tpot,

...  treeinterpreter,

...  umap,

...  xgbfir,

...  xgboost,

...  yellowbrick,

... ]:

...  try:

...   print(lib.__name__, lib.__version__)

...  except:

...   print("Missing", lib.__name__)
 
catboost 0.11.1
category_encoders 2.0.0
Missing dtreeviz
eli5 0.8.2
fancyimpute 0.4.2
fastai 1.0.28
featuretools 0.4.0
Missing glmnet_py
graphviz 0.10.1
hdbscan 0.8.22
imblearn 0.4.3
janitor 0.16.6
Missing lime
matplotlib 2.2.3
missingno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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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xtend 0.14.0
numpy 1.15.2
pandas 0.23.4
Missing pandas_profiling
pdpbox 0.2.0
phate 0.4.2
Missing pydotplus
rfpimp
scikitplot 0.3.7
scipy 1.1.0
seaborn 0.9.0
shap 0.25.2
sklearn 0.21.1
statsmodels 0.9.0
tpot 0.9.5
treeinterpreter 0.1.0
umap 0.3.8
xgboost 0.81
yellowbrick 0.9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pip	또는	conda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fastai는	pip	install	--no-deps	fastai,	umap은	pip	install	
umap-learn,	janitor는	pip	install	pyjanitor,	autosklearn은	
pip	install	auto-sklearn	명령어로	설치해야만	한다.	

분석	작업에는	보통	주피터(Jupyter)가	사용되는	편이며,	기호에	맞춰	다
른	노트북	도구를	사용해도	좋다.	구글	코랩(Google	Colab)과	같은	노트북	
서비스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전에	설치하여	제공한다(그중	일부는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다).

파이썬에서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그중 하

나는 파이썬과 함께 설치되는 pip(Pip Installs Python에 대한 두음 문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아나콘다Anaconda
2를 사용하

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방법 모두를 소개한다.

2  https://anaconda.org/

노트



1.2	Pip을	이용한	설치		5

Pip을 이용한 설치
pip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라이브러리가 설치될 샌드박스sandbox 환경을 

생성할 것이다. 이런 환경을 가상 환경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env라

는 이름의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python -m venv env3

매킨토시	및	리눅스에서는	python을,	윈도우에서는	python3	명령어를	
사용한다.4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당	명령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면	파이썬을	재설치하는	등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설치	시	‘Add	
Python	to	my	PATH’라는	문구의	체크박스를	꼭	체크하기	바란다.

가상 환경이 생성되면 해당 환경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하면 라이브러

리가 전역 파이썬 환경이 아니라 해당 샌드박스 환경에만 설치되게끔 

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 버전이 갱신되더라도 프로젝트별로 코드가 작

동하는 버전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리눅스와 매킨토시에서는 다

음과 같이 가상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

$ source env/bin/activate

해당 가상 환경을 사용 중이라는 뜻으로 프롬프트가 갱신된 것을 알 

수 있다.

(env) $ which python
env/bin/python

3  옮긴이 -m venv 옵션 사용 시 venv라는  이름의 모듈을 시스템 경로에서 찾고 실행한다.
4  옮긴이 특정 명령어가 운영체제 종속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설치 시 디폴트로 활성화되는 명령어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1.2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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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에서는 다음 명령어로 가상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

C:> env\Scripts\activate.bat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메시지가 해당 가상 환경이 사용 중임을 표시하

는 형태로 갱신된 것을 알 수 있다.

(env) C:> where python
Env\Scripts\python.exe

모든 운영체제에서는 같은 pip 명령어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명령어로 pandas를 설치할 수 있다.

(env) $ pip install pandas

간혹 패키지와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다음

과 같이 패키지를 검색할 수 있다.

(env) $ pip search 라이브러리_이름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했다면 pip으로 현재의 가상 환경 내 설치된 모든 

패키지의 버전이 기록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env) $ pip freeze > requirements.txt

requirements.txt 파일을 활용하면 새로운 가상 환경에 기록된 버전

의 패키지를 쉽게 설치할 수 있다.

(other_env) $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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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a를 이용한 설치
콘다conda는 아나콘다와 함께 설치되는 도구로, 환경 생성 및 패키지 설

치를 돕는 도구다.

env라는 이름의 환경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 conda create –name env python=3.6

해당 환경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 conda activate env

이 명령어는 유닉스 및 윈도우 시스템 모두에 대한 프롬프트 메시지를 

갱신한다. 그러면 다음의 명령어로 패키지를 검색할 수 있다.

(env) $ conda search 라이브러리_이름

pandas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env) $ conda install pandas

패키지와 버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env) $ conda env export > environment.yml

해당 요구 사항 파일을 새로운 환경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

를 입력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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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_env) $ conda create -f environment.yml

이	책에서	언급된	일부	라이브러리는	아나콘다로	설치할	수	없지만,	그렇
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콘다	환경	내에서	pip을	사용할	수	있고,	pip을	
사용하여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새	가상	환경을	만
들지	않아도	된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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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용 교차-산업 표준 과정Cross-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	CRISP-DM은 데이터 마이닝 수행을 위한 처리 공정이다. 다음과 같

은 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다.

•	비즈니스의 이해

•	데이터의 이해

•	데이터의 준비

•	모델링

•	검증

•	배포

그림 2-1은 예측 모델을 만들 때 필자가 따르는 작업 흐름으로, CRISP-

DM 방법론을 확장한 것이다.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서 다룰 것이다.

02
C H A P T E R

머신러닝 과정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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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의 과정 질문하기

데이터	샘플링

특징	생성데이터	정리

모델	생성검증용	데이터

데이터	수집

학습용	데이터

데이터	정규화

모델	검증 질문	바꿔	보기

모델	배포

그림 2-1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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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은 타이타닉 데이터셋Titanic	dataset
1을 사용한 일반적인 분류 문

제를 살펴본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분석의 일반적인 단계를 보다 깊

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프로젝트 구조의 제안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훌륭

한 도구 중에는 주피터2가 있다. 주피터는 오픈 소스 노트북 환경으로, 

파이썬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코드 또는 마크다운Markdown 

내용의 셀cell을 생성할 수 있다.

필자는 주피터를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한다. 하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을 빠르게 시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발견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와 마크다운을 사용하여 좀 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기 위

1 https://biostat.app.vumc.org/wiki/pub/Main/DataSets/titanic3.xls 
2 https://jupyter.org/

3.1

03
C H A P T E R

분류 문제 둘러보기: 
타이타닉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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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다만 주피터 노트북은 체계적인 코드의 작성,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는 편이다(그렇지 않으면 전역 변수 제거, 함

수 및 클래스 도입 등 많은 리팩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쿠키커터cookiecutter
3라는 데이터 과학 패키지는 분석에 대한 코드의 쉬

운 복제 및 공유가 가능한 구조를 제안한다.

필요한 패키지

여기서 다룰 예제는 대부분 pandas4, scikit-learn5, Yellowbrick6 패키

지를 이용한다. pandas는 데이터를 문제 해결에 알맞은 형태로 가공 처

리하는 데이터 먼징data	munging에 유용한 라이브러리다. scikit-learn 라

이브러리는 뛰어난 예측 모델링을 제공하고, Yellowbrick은 모델 검증

을 위한 시각화 라이브러리다.

>>>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 import pandas as pd
>>> from sklearn import (
...     ensemble,
...     preprocessing,
...     tree,
... )
>>> from sklearn.metrics import (
...     auc,
...     confusion_matrix,
...     roc_auc_score,
...     roc_curve,
... )
>>> from sklearn.model_selection import (

3 https://oreil.ly/86jL3
4 https://pandas.pydata.org/
5 https://scikit-learn.org/
6 http://www.scikit-yb.org/

3.2



3.3	질문을	하자		13

...     train_test_split,

...     StratifiedKFold,

... )
>>> from yellowbrick.classifier import (
...     ConfusionMatrix,
...     ROCAUC,
... )
>>> from yellowbrick.model_selection import (
...     LearningCurve,
... )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별표(*)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불러들이는	예제와	
문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from pandas import *

별표를	사용하여	불러들이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불러들일	라이브
러리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더	쉽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을 하자

이번에 다룰 예제에서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한

다. 타이타닉호 참사에서의 생존 여부는 탑승객 및 여행의 특징으로 분

류할 것이다. 간단한 프로젝트이지만, 여러 모델링 단계를 보여 주는 교

육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 모델은 탑승객의 정

보를 입력받아 해당 탑승객이 타이타닉에서 생존했을지를 예측할 수 있

어야 한다.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 생존이라는 레이블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는 

분류 문제다. 

주의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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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관한 용어

모델은 행렬 형태의 데이터로 학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pandas의 DataFrame 사용을 선호한다. 열에 이름도 붙일 수 있고, numpy  

배열과도 잘 동작하기 때문이다.) 

회귀 또는 분류와 같은 지도 학습의 경우, 특징들을 레이블로 변형하는 함

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함수를 대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 f(X)

X는 행렬matrix이다. X의 각 행은 하나의 개별 데이터 샘플sample을, 각 

열은 특징feature을 표현한다. 함수의 출력 y는 벡터로, 레이블(분류) 또는 

값(회귀)을 가진다(그림 3-1).

구조적인 데이터의 생김새 (X)
특징들(나이,	등급	등)

pandas의	DataFrame	또는		
numpy	배열이	될	수	있다

샘
플
들
(타
이
타
닉
	탑
승
객
)

그림 3-1	 	구조적인	데이터의	모양

이는 데이터와 출력을 이름 짓는 표준적인 절차다. 학술 논문이나 라

이브러리의 공식 문서를 읽다 보면 동일한 관례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의 이름을 X라고 지었는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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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 변수 이름은 파이썬의 관련 표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PEP 8).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 걱정하지 말자. 변수 이름을 소문자 

x로 지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리

고 변수 y는 레이블 또는 타깃target을 저장한다.

표 3-1은 2개의 샘플과 샘플당 3개의 특징을 가진 간단한 데이터셋을 

보여 준다.

표 3-1	 	샘플(행)	및	특징(열)	

pclass age sibsp

1 29 0

1 2 1

데이터의 수집

타이타닉 데이터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불러온다(pandas 및 xlrd7 패키지 

필요). 이 파일에는 여러 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생존 열은 각 승객

의 생존 여부에 대한 레이블 정보를 가진다.

>>> url = (
...     "https://biostat.app.vumc.org/"
...     "wiki/pub/Main/DataSets/titanic3.xls"
... )
>>> df = pd.read_excel(url)
>>> orig_df = df

데이터셋에 포함된 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이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 pandas는 xlrd 
라이브러리를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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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lass — 승객의 등급(1 = 1등급, 2 = 2등급, 3 = 3등급)

•	survival — 생존 여부(0 = 사망, 1 = 생존)

•	name — 승객의 이름

•	sex — 승객의 성별

•	age — 승객의 나이

•	sibsp — 동반 형제자매/배우자의 수

•	parch — 동반 부모/자식의 수

•	ticket — 표 번호

•	fare — 승선 비용

•	cabin — 객실 번호

•	embarked — 승선 지점(C = 셰르부르Cherbourg, Q = 퀸스타운Queens	

town, S = 사우샘프턴Southampton)

•	boat — 구명보트

•	body — 신체 식별 번호

•	home.dest — 집/목적지

pandas는 스프레드시트를 읽고 그 내용을 DataFrame으로 변환할 수 

있다. 임의의 데이터를 추출 및 조사하여,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해도 

좋은지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의 정리

일단 데이터를 취득했다면, 그 데이터의 형식이 모델링에서 사용될 수 있

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사이킷런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모델은 수치형(정

수나 부동소수) 특징을 요구한다. 또한 누락된 값(pandas 및 numpy의 NaN)이 

주어졌을 때 실행되지 못하는 모델이 여럿 존재한다. 일부 모델은 데이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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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화standardized(평균 0, 표준 편차 1)되어 있을 때 더 잘 동작하는 경향

을 보인다. pandas 또는 사이킷런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누수된 특징leaky	features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누수된 특징은 미래나 타깃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변수다. 하지

만 타깃이 데이터에 포함되는것은 꽤 흔한 일이며, 나쁘다고 보기는 어

렵다. 다만 새로운 샘플을 예측할 때 이런 특징들이 가용하지 않다면 

모델에도 그 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8

데이터의 정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	SME의 안내를 받으면 이상치나 누락된 값을 다루는 데 있어

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df.dtypes
pclass         int64
survived       int64
name          object
sex           object
age          float64
sibsp          int64
parch          int64
ticket        object
fare         float64
cabin         object
embarked      object
boat          object
body         float64
home.dest     object
dtype: object

8  옮긴이 누수에는 '새어 나옴' 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쓰인 누수란, 미래의 데이터가 과거로 새어 나왔음을 
의미한다. 즉, 유출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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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의 코드는 DataFrame의 각 열의 데이터 유형을 출력한 것으로, 

int64, float64, datetime64[ns], object와 같은 데이터 유형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datetime64[ns]는 날짜와 시간 데이터 모두

를 포함하고, object는 보통 문자열 데이터(물론, 문자열과 그 외의 유형의 

조합도 가능)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CSV 파일 로딩 시 pandas는 데이터의 적절한 유형을 유추해 옭아매는 시

도를 한다. 만약 이 시도가 실패한 대상 데이터의 유형은 object로 결정

된다.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른 시스템에서는 DataFrame이 제

공하는 데이터 유형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직접 훑어보고, 결정된 데이터 유형이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정수형 데이터는 보통 괜찮지만, 부동소수형 데이터에는 일부 누락된 

값이 존재할 수 있다. 날짜, 문자열 데이터는 숫자로 변환되어야 하거나 

숫자 데이터의 특징 엔지니어링에 활용된다. 낮은 카디널리티9의 문자열 

데이터는 범주형 열이라고 하며, 이로부터 더미 열을 생성하는 게 유용

한 경우도 있다(pd.get_dummies 함수가 이를 담당한다).

0.23까지의	pandas	버전에서는	int64	데이터형이	누락된	값을	갖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	float64라면,	모든	값이	부동소수이거나	일부	누락
된	값은	정수와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	pandas	라이브러리는	정수형	
데이터에서	누락된	값을	부동소수로	변환한다.	부동소수가	누락된	값을	지
원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객체형은	보통	문자열형을	의미한다(문자열	또
는	수치형).	

버전	0.24의	pandas에는	Int64라는	새로운	데이터형이	추가되었다(대
문자에	주의).	디폴트로	쓰이는	정수형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형이	디폴트로	
쓰이도록	하고,	누락된	값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9  옮긴이 범주를 나누는 종류의 개수다. 예를 들어, 성별을 표시하는 열의 범주는 '남성', '여성' 종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카디널리티가 2라고 볼 수 있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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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s-profiling 라이브러리는 프로파일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즉시 생성될 수 있

다. 데이터의 각 열별 자료형을 요약하고, 계량 통계량, 기술 통계량, 히

스토그램, 일반적인 값, 극단적인 값의 상세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 그림 3-3).

>>> import pandas_profiling
>>> pandas_profiling.ProfileReport(df)

그림 3-2	 	pandas-profiling	요약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