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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네무스텍(NemusTech)의 이승종 사장님의 소개로 몇 군데에
서 대중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강연의 내용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 과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데이터 과학자란 직업이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시기였지만, 청중들의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뜨거웠다. 이 관심을 반영하듯, 강연 자료를 정리
하여 슬라이드셰어(SlideShare)에 올린 ‘실리콘밸리 데이터 과학자의 하루’는 현재 2만 회에 가까
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에서도 데이터 과학/데이터 과학자란 표
현이 많이 일상화되었고, 여러 기업이 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며
데이터 과학팀과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과학이 중요해진 이유는 자명하다. 현대는 데이터의 시대다. 아침에 일어나 신
문 웹사이트나 포털에서 신문 기사를 읽으면 뉴스 선호도 데이터가 생성된다. 출근길 운전을
위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면 운행속도와 경로선택 데이터가 생성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면 가수와 곡 선호도 정보가 생성된다.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를 검색하
면 검색 데이터가 생성된다. SNS에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관계 그래프(relationship graph)
데이터가 생성된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한 기록은 구매 데이터로, 온라인 광고를 클릭한
기록은 클릭 데이터로 이어진다. 모빌 페이 앱을 사용하면 오프라인 구매 기록이, 택시 앱을
사용하면 시간별의 택시 요청 양과 도착지 데이터가 생성된다. 운동 앱을 사용하면 센서로 측
정된 하루 동안 걸은 양과 소모한 열량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저장, 가공, 분
석되어 서비스의 개선에 사용된다. 모두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이처럼 ➊ 다양한 분야에서 ➋ 다양한 형태로 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저장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코딩 능력과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통계적 능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과학자는 시대의 필요가 만
들어낸 ‘프로그래머보다는 통계를 잘하고, 통계학자보다는 코딩을 잘하는’ 융합 직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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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실무’ 데이터 과학 ‘입문서’다. 필자의 목표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독자들이 기본적인 데이터 과학 분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배워야 하므로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은 생략하고 설명은 간략하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과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
진 독자들을 위해 통계나 컴퓨터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읽을 수 있도록 썼다. 그러나 통계의 핵
심인 기초통계와 선형 모형(회귀분석과 분산분석 포함)은 반드시 제대로 배울 것을 권장한다. ‘기
본적인’ 데이터 분석은 텍스트 자료, 그래프 모형, 시계열 분석, 공간데이터 분석 등의 개별적
인 데이터 형태보다는 다양한 분석에 공통되는 방법들을 다루는 것을 뜻한다.
이 책은 또한 대학이나 학원의 강의 교재, 혹은 자습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강의 교재로는
학부, 대학원 수준의 데이터 과학, 통계학, 데이터 분석 등의 강의에 주교재 혹은 부교재로 사
용할 수 있다. 혹은 몇 주간의 단기 과정에서 일부 장만을 다루어도 좋다. R과 유닉스 코드
예를 따라하고, 각 장 끝의 연습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자(이 책에 사용된 모든 코드는 https://
github.com/Jaimyoung/data-science-book-korean에서 제공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하여 배운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한다면 금상첨화일 것
이다. 책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저자 블로그(https://dataninja.me)를 통해 나누기를 바란다.
이 책은 여러 분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 그중 기억나는 몇몇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제이펍 출판사는 집필 경험이 없는 필자를 찾아내서 2년간의 긴 장정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
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장원철 교수님, 권용찬 박사과정 학생은 통계학적인 내용뿐 아니
라 전반적인 구성과 톤에 소중한 피드백을 주셨다. 서울대학교 경제학/컴퓨터공학 학부의 이
지은 후배도 많은 피드백을 주었다. 6주간의 데이터 과학 단기과정 동안 초고의 ‘실험대상(?)’
이 되어 준 서강대 학부과정의 최광희, 서석인, 이재환, 안웅찬, 김세영, 맹인영, 조승윤 학생,
그리고 단기과정 자리를 마련해준 Headstart SV의 구남훈 대표에게도 감사드린다. 필자가 집
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고, 가정을 돌보고, 초고를 리뷰해준 아내 안윤희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 분석의 재미에 빠져들기를 바란다. 더불어, 통계학자
와 데이터 분석가가 많아지고,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 잡으며, 좀 더
합리적인 조직과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팔로 알토에서
권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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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링크잇)

R 개발부터 실무에 많이 쓰이는 통계 이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세, 개발 환경까지 장별로
일련의 프로세스를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루지만 분석보다는 분석 결과
를 시각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보다는 말 그대로 데이터나 통계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이 있으면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께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만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실리콘밸
리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는 어떤 프로세스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합
니다.
김용현 (Microsoft MVP)
저와 같이 평범한 개발자들에게 이 책은 매우 폭넓은 통계적 지식과 샘플, 그리고 활용 예
를 보여주는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R과 파이썬, 통계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80%의 실제 문제는 20% 정도의 통계 기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책 중반에 나오는 문장입니
다. 부동산 가격 예측, 리포트에 사용된 텍스트 데이터의 시각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 같지
만 이 책의 일부만 읽고 따라 해도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마치 일요일 오
전에 방영하는 〈서프라이즈〉와 같이 옴니버스식 암기과목 같아서 그 어려운 용어와 과정을 어
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려했는데, 깔끔한 설명과 함께 R을 이용해 결과물 도출에 중심을 잡
고 재밌게 진행하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박조은
데이터 과학자가 익혀야 할 능력과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벤다이어그램이 초반부에 나옵니
다. 이 그림이 이 책의 전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통계
능력,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 실무 지식에 대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에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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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책은 나침반 같은 역할
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타도 얼마 찾지 못할 정도로 책의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개
발자의 입장에서 여러 통계 기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맞는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여러 통계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통계 기법에 대한 수학 공식은 수포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웠
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설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R을 사용하여 데이터 과학을 설명하고 있지만, 꼭 R이 아니더라도 다른 도구를 통해서도 데이
터 과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통계 기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예제와 함께 비교하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
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과학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도
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아름
소스를 보고 따라 하며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 맛보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류를
찾고자 했지만, 정말 역대 급으로 찾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본 제이펍 책 중에서 가장 제 취향
(?)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것일지도⋯. 그런데 책을 보다 보면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하 (안랩)
주요 분석 모형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실무 감각을 쌓게 해주는
구성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6장의 통계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
안 기술적으로 함수를 구현하는 데 치중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각 분석 결과들을 통
계적으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읽는 내내 이 책을 데이터 분석에 관한
첫 서적으로 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책 정말 진심으로 좋았
습니다! 저자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주세요~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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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데이터 과학이란?

1.1 데이터 과학의 정의
요즘 들어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이 인기다. 구글 트렌드에서 데이터 과학에 대한 관심도의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보다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그림 1-1). 데이터 과학을 실행하는
직종인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는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전 세계 각 업종에서 수요가 많은
직종으로 부상하였다. 회사 리뷰, 연봉 비교 사이트인 글래스도어(Glassdoor)를 보면 2016년 초
반 현재 2천 개가 넘는 데이터 과학자를 찾는 구인광고를 찾을 수 있다(그림 1-2).

그림 1 - 1 구글 트렌드에서 살펴본 ‘data science’에 대한 관심도
출처

https://goo.gl/cRFdgG

1

그림 1 - 2 글래스도어에 나온 ‘data scientist’ 직종의 구인광고와 평균 연봉 분포
출처

https://goo.gl/bjOsR3, https://goo.gl/Lw1FAL, 2016년 5월 2일 현재

그렇다면 데이터 과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음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은?
• 초등생 자녀의 수학 능력과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는 무엇일까?
• 훌륭한 직원을 뽑는 인터뷰 방법은 무엇일까?
• 괴혈병의 치료법은 무엇일까?
• 산욕열의 원인은 무엇일까?
•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방법은?
• 신약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까?
• TV 광고가 제품 판매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까?
• 온라인 광고에서 클릭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은?
• 집 안에 있는 수영장과 권총 중 어느 것이 어린이에게 더 위험할까?
• 대학 입학에 남녀의 성차별이 있을까?
• 비싼 와인이 더 맛있을까?
• 아버지의 키가 180cm라면 아들의 키는 얼마일까?
• 대학 진학을 할 때 전공이 중요할까, 학교가 중요할까?
• 흡연은 몸에 해로울까?
• 투자신탁과 ETF 인덱스 펀드 중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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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행복 수준에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는 무엇일까?
• 유모차 광고를 어떤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 병원 치료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나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찾는다면 그것을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질문에 합리적인 답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데이터 취득 및 가공에 컴퓨터 도구를 많
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데이터 과학이란, ‘컴퓨터 도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고, 적절한 통계학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내리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그럼 몇 가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데이터 과학을 이해해보자.

예 1: (국제 경제) 국가별 경제 수준과 의료 수준 동향 – 갭마인더 데이터
당신이 196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각 대륙의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
지, 그리고 의료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 둘 간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심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변수를 모아야 할까? 경제적 수준은 일인당 GDP로, 의료 수
준은 평균 기대 수명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변수들을 국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모
으면 될 것이다.

UN과 다른 여러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데이터 취득(data acquisition)이
라고 한다. 그러한 데이터를 다음에 설명할 변수-관측치 테이블 형태로 정리하는 활동을 데이
터 가공(data process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공 활동의 결과 중 하나가 갭마인더(Gapminder)1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나라별로 연
도별 평균 기대 수명(life expectancy), 일인당 GDP, 인구수를 기록한 데이터다[gapminder (2016)].
다음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1

갭마인더(Gapminder)는 스웨덴의 비영리 통계분석 서비스다. 틈새주의(mind the gap)라는 지하철 경고문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
은 세계관과 사실/데이터 간의 간극을 조심하고 좁히자는 이상을 반영한다. 홈페이지는 http://www.gapminder.org/다. ‘사실에
기반을 둔 세계관(a fact-based worldview)’을 내세운다. 유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구 예측, 부의 이동 등에 대한 통계 정보
와 연구 논문을 공유한다. 이들이 개발한 Trendalyzer 소프트웨어는 2006년에 구글에 인수되었다. 설립자 중 한 명인 스웨덴의
의사/학자/통계학자/강연가인 한스 로슬링(Hans Rosling)은 여러 통찰력 있는 강연과 봉사활동으로 유명하다. 한스 로슬링의 테
드(TED) 강연 〈The best stats you’ve ever seen〉은 꼭 시청할 것을 권한다(https://goo.gl/qJ0Nrd에 가면 한글자막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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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142개의 다른 값(levels)을 가진 인자(factor) 변수
• continent: 다섯 가지 값을 가진 인자 변수
• year: 숫자형의 연도 변수. 1952년과 2007년 사이 5년 간격
• lifeExp: 이 해에 태어난 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
• pop: 인구
• gdpPercap: 일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
갭마인더 데이터는 위의 변수가 각 나라와 연도별로 수집된 것을 보여준다.
no.
1
2
3
...
1699
1700
1701

country 		
Afghanistan
Afghanistan
Afghanistan

continent
Asia 		
Asia 		
Asia 		

year 		
1952
1957
1962

lifeExp
28.801
30.332
31.997

pop 		
8425333
9240934
10267083

gdpPercap
779.4453
820.8530
853.1007

Zimbabwe
Zimbabwe
Zimbabwe

Africa
Africa
Africa

1982
1987
1992

60.363
62.351
60.377

7636524
9216418
10704340

788.8550
706.1573
693.4208

데이터를 위와 같이 정리한 후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다양한 시각화와 기초통계량 계산을
통해 데이터의 패턴, 이상치 등을 자유롭게 탐색해 가는 것이다. 이 작업을 탐색적 데이터 분
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이라고 한다. 나라별 통계치를 계산하는 요약 작업 등을 해야
하므로 데이터 가공 기술이 많이 필요한 단계다. 그리고 나라별로 여러 변수의 분포, 패턴과
관계 등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기술도 필요하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데이터의 기본적인 패턴에 익숙해지면 통계 추정을 할 수 있다.
모형을 정의하고, 실제적 질문을 통계적 가설로 표현하며, 데이터로부터 통계량을 계산하여
가설을 검정하고 신뢰구간을 구한다. 이 작업을 확증적 데이터 분석(Confirmatory Data Analysis,
CDA) 혹은 단순히 통계적 모형화(statistical modeling)라고 한다. 이 작업에도 데이터 가공, 그리

고 데이터 시각화(모형 가정 확인)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분석 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정리하고 공유하게 된다. 갭마인더 데이터는
시각화의 예제로 많이 사용된다. 시각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4장과 15장에서 다시 살펴보도
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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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부동산 경제) 주택 가격 예측
어떤 변수들이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지 알고자 한다고 해보자.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안전한지, 상업지구인지, 학군이 좋은지, 강을 바라보는 전망 좋은 곳인
지, 공장이 근처여서 공기가 좋지 않은지 등등. 과연 어떤 인자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까? 결과는 예측 모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다음 정보에 의하면, 주어진 지역의 주택 가격은 2억이
다’), 만들어진 모형 자체가 의미 있을 수도 있다(‘다른 조건이 같다면 교통이 간편해지면 주택 가격
이 평균 10% 높아진다’).

위와 같이 문제 정의가 끝나면 어떤 변수를 수집할지를 결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여
러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즉, 데이터 취득이다. 데이터 취득 이후에는 결과를 테
이블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 즉, 데이터 가공이다.
보스턴 주택 데이터세트(Boston house-price dataset)는 보스턴 내 506개 지역에 대해 다음 14개의
변수의 관측치를 기록하였다[Belsley, et al. (1980)].
• crim: 범죄발생률
• zn: 주거지 중 25000 ft2 이상 크기의 대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indus: 소매상 이외의 상업지구의 면적 비율
• chas: 찰스강과 접한 지역은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
• nox: 산화질소 오염도
• rm: 주거지당 평균 방 개수
• age: 소유자 주거지(전세 혹은 월세가 아닌) 중 194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의 비율
• dis: 보스턴의 5대 고용 중심으로부터의 가중 평균 거리
• rad: 도시 순환 고속도로에의 접근 용이 지수
• tax: 만 달러당 주택 재산세율
• ptratio: 학생-선생 비율
• black: 흑인 인구 비율(Bk)이 지역 평균인 0.63과 다른 정도의 제곱, 1000(Bk – 0.63)2
• lstat: 저소득 주민들의 비율 퍼센트
• medv: 소유자 주거지(비 전세/월세) 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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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를 얻은 뒤에는 데이터의 분포, 관계, 이상점 등을 시각화와 간단한 통계치 등
을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후에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 단계로, 실제로 통계 모형을 적용한다. 주
택 가격처럼 수량형 값을 예측하는 문제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통계 모형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모형이다. 특히,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은 주택 가격이 대략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들의 가중합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주택 가격 < b0 + bcrim x crim + ... + b lstat x lstat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여러 변수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위

공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위 공식에서 bcrim을 제외한 다른 모든
b 값이 같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bcrim은 범죄 발생률 x crim이 1.0만큼 증가하면 주택 가
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값임을 알 수 있다(아마 음수일 것이다!). 물론,
실제 주택 가격은 정확한 가중합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선형회귀분석 모형은 다
음처럼 잡음(noise) 값을 추가한 표현을 사용한다.
주택 가격 = b0 + bcrim x crim + ... + b lstat x lstat + 잡음
물론, 이 모형에서 b 값들은 알려지지 않은 값이다. 모형 적합(model fitting)이란, 관측된 데이
터를 사용하여 우리가 모르는 b 값을 알아내는 작업이다. 확증적 데이터 분석의 핵심 단계다.
모형 적합 후에는 결과를 보고서/슬라이드 형태로 정리하게 된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빅데이
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13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예 3: (의료) 두 수면제의 효과 비교
숙면에 도움을 주는 두 약제의 효과를 비교한다고 해보자. 약제의 목적은 수면시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약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 비해 약제를 복용했을 때 수면시간이 얼마나 증가했는
지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을 위해 10명의 자원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실험을 수행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방법 A: 자원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첫 그룹은 약 1을 먹고, 둘째 그룹은 약 2를
먹게 하는 것이다.
• 방법 B: 자원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첫 그룹은 약 1을 먼저 먹게 하고 수면시간 증
가를 기록한다. 그리고 약 1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며칠 후에 약 2를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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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수면시간 증가를 기록한다. 둘째 집단은 약 2를 먼저 먹은 후에 약 1을 먹는 순
서로 수행한다.
과연 이들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힌트: 표본 크기, 그리고 개인별 차이)? 이처럼 데이터 과학자
는 실험 계획(experiment design)에도 참여해야 할 때가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한 후 방법 B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자. 실험 결과는 다음처럼 정리될 수
있다[Scheffé (1959)]. 물론,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 가공을 거친 결과다.
no.
1
2
...
10
11
12
...
20

extra
0.7		
-1.6		

group		
1 		
1 		

ID
1
2

2.0		 1 		 10
1.9		
2 		
1
0.8		
2 		
2
3.4		 2 		 10

각 변수는 다음을 나타낸다.
• extra: 추가 수면시간
• group: 약 1, 2
• ID: 환자 ID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각 그룹의 분포를 살펴보고, 두 그룹의 분포를 시각
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이상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모형화 단계에서는 다양한 통계 가설검정 절차(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를 사용하여 통계적
결론을 내리게 된다. 두 집단의 평균값 비교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변량 t-검정(two-sample
t-test) 혹은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이다. 약 1을 먹었을 때 자원자들의 추가 수면시간을

x 1, ..., x n이라고 하고, 약 2를 먹었을 때 자원자들의 추가 수면시간을 y 1, ... , y n이라고 할 때
이변량 t-검정은 x i의 평균과 y i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고, 대응표본 t-검정은 개인별로 수면
시간 증가량의 차이인 x i – y i = d i의 평균을 0과 비교한다. 가설검정에 사용하는 통계량이 t분포를 따르므로 t-검정이라 불린다. 결과는 두 약의 효과의 차이가 얼마나 유의한지를 나타
내는 P-값(P-value), 그리고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으로 주어지게 된다. 6장 ‘통계의 기본
개념 복습’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1 데이터 과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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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예 4: (인터넷)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A/B 실험
이번에는 상업적 웹사이트를 개선하고자 하는 팀과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상품 구매 페이지에
서 ‘구입’ 버튼의 색상이 현재는 파란색인데, 버튼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버튼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웹사이트에서 구매 페이지에 왔다가 구매하지 않고 그만두
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은 온라인 통제 실
험(online controlled experiment)이다[Kohavi (2015)]. A/B 실험은 온라인 통제 실험의 가장 간단한
버전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실험 계획을 세우고 지표를 정의해야 한다. 통제 실험의 결과는
데이터 취득을 거쳐, 그리고 데이터 가공을 거쳐 다음의 표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버튼 색깔

트래픽 수

구매 횟수

구매율

파랑(통제 집단)

1,000

100

10%

빨강(실험 집단)

100

12

12%

실험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가설검정은 성
공확률 비교검정(two-sample proportion test)을 하면 된다. 이 방법은 통제 집단의 성공확률

100/1000 = 10%와 실험 집단의 성공확률 12/100 = 12%의 차이를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를 사용해서 검정하고, 결과는 확률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 그리고 확률의
차이의 신뢰구간으로 주어진다.

1.2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앞에서 데이터 과학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즉 변수나 지표를 정의한 후에 필요하다면 실험을 계획하
며, 데이터 취득 및 가공 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거쳐서 통계 모형을 적용한다. 최종 결과
는 보고서나 슬라이드를 통해 정리된다. 즉, 데이터 과학은 보통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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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정의(problem definition):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통계적, 수리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2. 데이터 정의(data definition): 변수(variable), 지표(metric) 등을 정의한다.
3. 실험 계획(design of experiment) 혹은 표본화(sampling):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경우

는 보통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다. 첫째는 어떤 처리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한 통제 실험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이다. 실험/통제 집단을 어느 정도 크기로 정의할지를

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분야가 실험 계획이다. 둘째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얻기 위한 표본화(sampling)다. 표본 크기(sample size)가 커지면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지고 검정력(statistical power)도 높아지므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원하는지 결정해
야 실제 조사를 진행할 때의 표본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확도와 검
정력을 얻기 위한 표본 크기가 중요한 계산 중 하나다. 참고로, 실험 계획과 표본화는
만약 분석에 사용될 소스 데이터(source data)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4. 데이터 취득(data acquisition):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시스템에 저장된 원데이터를 분석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활동이다(3장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 가공: SQL과 dplyr’ 참조).
5. 데이터 가공(data processing, data wrangling): 데이터를 분석하기 적당한 표 형태로 가공

하는 작업이다. 데이터 변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표 형태의 데이터란, 각 열은
변수를 나타내고, 각 행은 관측치를 나타내는 형태로 정리된 데이터다.
6. 탐색적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exploratory data analysis, data visualization): 시각화와 간단한

통계량을 통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고 이상치를 점검하는 분석이다(4장 참조).
7. 모형화(modeling): 모수 추정, 가설검정 등의 활동과 모형분석, 예측분석 등을 포괄한다

(6장 ‘통계의 기본 개념 복습’, 분류분석에 관한 8~11장, 회귀분석에 관한 13~14장 참조).
8. 분석 결과 정리(reporting): 분석 결과를 현실적인 언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내는 작

업이다(12장 ‘분석 결과 정리와 공유, R 마크다운’ 참조).
위 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3의 왼쪽).

1.2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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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문제 정의

데이터 정의

데이터 정의

실험 계획/표본화 자료 수집

실험 계획/표본화 자료 수집

데이터 취득

데이터 취득

데이터 가공

데이터 가공

탐색적 데이터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

모형화

모형화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그림 1 - 3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이상적 관점(왼쪽)과 현실적 관점(오른쪽)

하지만 이러한 선형적이면서 직선적인 과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실제 데이터 분석에
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된다.
• 데이터 수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데이터나 문제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한다. 새로 데이터를 수집
하거나 문제 가설 등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 모형화 작업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그 결과
역시 정리하고 알려야 한다.
• 모형화의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다시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모형화 단계에서는 여러 다양한 모형을 시도하게 된다. 모형 결과 자체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 분석 결과 정리와 공유 후에 여러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 정의, 데이
터 정의 등의 단계로 선순환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도식적으로,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데이터가 말해주는 내용을 좇아서 능동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점진적이면서 순환적
(iterative)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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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각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따라서 책의 내용이 데이터 분석의 각 단계에 대응될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했다. 예를 들
면 데이터 취득은 3장, 시각화는 4장, 통계 개념은 6장, 모형화와 예측분석은 7~11장, 13~14
장, 보고서 작성은 12장 등이다. 이처럼 개별 단계를 연습하며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기를 바란다.

1.3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능력
위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 능력,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
실무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는데, 몇몇 예
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그림 1-4, 1-5, 1-6).

통계 능력
(statistics)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
(hacking ability)

실무 지식
(domain knowledge)

그림 1 - 4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능력 벤다이어그램 1

1.3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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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퓨
활 터
용 도
능 구
력

계
통

적용
된 !
못
잘 위험

데이터
과학

력
능

머신
러닝

전
통계 통적
분석

실무 지식

그림 1 - 5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능력 벤다이어그램 2

필자는 이 다이어그램의 ‘머신러닝’ 분야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머신러닝, 예측분석을 잘하
려면 적용되는 실무 영역을 아주 잘 알아야 한다! 실무 지식이 부족한데 해킹과 통계만 잘하
는 사람의 작업 결과는 ‘공허한 분석, 의미 없는 시스템’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https://goo.gl/
gKkJP에서 발췌).

계
통

과
학

데이터 과학

전
산

유니콘
적
전통 작업
산
전

력
능

머신
러닝

전
통계 통적
분석

실무 지식

그림 1 - 6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능력 벤다이어그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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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실존하지 않는 존재인 ‘유니콘’으로 묘사한 것이 재미있다. 앞의 다
이어그램과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은 옳은 정의가 아니다(https://goo.gl/YRkr7Z에서 발췌).
우리가 앞서 내렸던 데이터 과학의 정의, 즉 ‘컴퓨터 도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통계
학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내리는 활동’을 상기하자. 그렇다면 데이터 과학자
가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 위의 벤다이어그램들처럼 ➊ 실제적인 문제를 통계적으로 표
현하고, ➋ 컴퓨터 도구를 사용하여 시각화와 데이터 가공과 모형화를 한 후에, ➌ 그를 이용
하여 실제적인 언어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조합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자에게 필요한 능력 중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능력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태도다. 데이터 과학은 그 성격상 절대 독불장군이 성공할 수 없는
분야다. 자체로 서기보다는 적용 분야의 전문가, 제품기획가,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등과 공
생하는 도우미다. 근본적으로 ‘착한’ 분야가 데이터 과학이다. 데이터 과학 영역은 절대 제로
섬(zero sum)이 아니다. 자기 것을 많이 열어 보여줄수록 더 가치 있는 상승 작용이나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다.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두려움 없이 나누는 용기가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능력은 문서나 말로 협업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다. 듣고, 말
하며, 읽고, 쓰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하는
문학적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훈련하면 배울 수 있는 실용 글쓰기를 말한다.
이러한 협업, 소통 능력과 더불어 인문학적 지식, 사회 전반에 관한 관심과 폭넓은 독서가 도
움이 된다. 행동 심리학, 경제학, 기술서 등의 많은 논픽션 양서를 읽으면 좋다. 깊지는 않더라
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좋다. 현실의 구체적 문제를 수리적으로 번
역하고 통계/수리적 분석 결과를 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의 중요한 기술이다.
이 책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실무에서 통계와 전산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다양
한 예를 통해 살펴보고, 독자 여러분이 더 깊이 전산, 통계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디딤돌이 되
고자 한다. 이제 데이터 과학을 향해 본격적으로 모험을 시작해보자.

1.3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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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데이터 과학이란?

1

2

C H A P T E R

데이터 분석 환경 구성하기

2.1 데이터 과학의 연장, 컴퓨터, 기타 도구들
필자의 박사과정 친구가 졸업 후 작은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
이라 그다지 많은 투자금을 모은 것도 아니었고 판매 대상이 주로 미국 주 정부였으므로 소
위 몇몇 인터넷 ‘유니콘’ 회사가 내는 대박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
중 하나는 이 친구는 버클리 시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명 남짓한 직원들 모
두에게 소위 의자계의 벤츠라고 할 수 있는 허먼밀러(Herman Miller)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에
어론 체어(Aeron chair)를 사준 것이었다. 800달러 정도 하는 이 의자는 뉴욕 현대예술박물관
(Museum of Modern Art, MoMA)에 전시될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되었으며, 실제로 앉아보면 여러

가지 조정도 할 수 있고 몸에 닿는 면이 메쉬 형태로 되어 있어 통풍도 잘 되고 편안하다. 하
지만, 의자 하나에 800달러는 좀 과하지 않나? 이 친구에게 물어보니 ‘하루 중 8시간을 앉아
지내는 곳’이므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말이 된다. 어느 저자가 이야기한 “다른 모
든 것에는 돈을 아껴도 몸에 닿는 이불은 좋은 것을 쓰려고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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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1 허먼밀러의 에어론 체어
출처

https://goo.gl/juajKZ

나중에 알고 보니 에어론 체어는 편안함과 생산성 증진, 그리고 종업원들이 ‘회사가 나(의 등)
를 이만큼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만족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일종의 투자/자본 가치도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어론 체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튼튼하고 잘 마모되거
나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 중고시장에도 거의 나오지 않으며, 중고로 나와도
그 값과 품질이 새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회사를 정리할 때도 에어론 체어는 투자자
본을 거의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데이터 과학자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컴퓨터, 그리고 여러 컴퓨터 도구들과 보내게 된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장인의 ‘연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
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지만, 사실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내구성이 있는 ‘훌륭한 연장’
을 구하는 것이 좋다.
우선 물질적인 ‘연장’인 컴퓨터부터 고려해보자.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실리콘
밸리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은 맥(Mac)을 많이 사용한다. 사실 CPU, 램, 비디오 카드 등으로
보자면 동일한 사양의 IBM PC보다 비싼데 왜 맥을 살까? 고급 재질(알루미늄!)로 튼튼하게 만
들어졌으며(영어로는 build quality가 좋다고 한다), 하드웨어가 잘 고장 나지 않고, 오래 써도 그 가
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비싼 에어론 체어를 사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운영체제도 리눅스 계열이라서 안정적이고 충돌이 적다. 배터리도 오래 간다(특히 맥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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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한, 트랙패드가 탁월하고, 키보드도 우수하며, 셋업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수면 모드

로 들어갔을 때 배터리 낭비도 거의 없으며 잘 깨어난다.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업데이트도 거
의 없다. 레티나(retina) 초고해상도 화면으로 된 것도 있다. 그리고 유닉스 계열이라는 것은 인
터넷 업계의 서버와 같은 플랫폼임을 의미한다. 여러 개발 도구들이 바로 지원되며, 무엇보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닉스 터미널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물론 이 장점은 리
눅스 랩톱을 사용해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윈도우마저 유닉스 배시 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즉, 소

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에게는 충분히 몇백 달러의 프리미엄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 더더구나 회사가 사주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쿠오라(Quora)
웹페이지를 살펴보면 비슷한 여러 의견을 볼 수 있다(https://goo.gl/rVCIJX).
물론 맥에도 단점이 있다. 동급 사양 IBM PC보다 비싸고,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
가 한국 사용자들만 경험하는 단점들도 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액티브엑스(ActiveX)를
요구하는 구시대적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글 사용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런
지 한글 구현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편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수트, 즉 엑
셀, 워드 등은 왠지 PC 버전보다 느리고 불편하며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준다. 하지만 데이터
과학 플랫폼으로는 많은 장점이 있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림 2 - 2 데이터 과학자의 연장인 랩톱 컴퓨터

그러한 이유로 이 절에서는 맥을 중심으로 환경 구성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
분의 데이터 분석 도구들은 IBM PC 버전도 제공되므로 이 책의 모든 분석은 IBM PC에서도
가능하다. 이제 도구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2.1 데이터 과학의 연장, 컴퓨터, 기타 도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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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 설치와 팁
R(http://www.r-project.org/ )은 통계 컴퓨팅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
이다(R Core Team, 2016). 주로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며, 통계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다. 데이터 과학자도 파이썬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선 R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의 R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설치판은 https://cloud.
r-project.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R에서 중요한 팁 중 하나는 ?나 ?? 명령으로 도움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glm
help(glm)
??dplyr
help.search(glm)
?”[“
??”%>%”

이 책에서는 분량 관계상 R의 기초적인 명령, 문법, 데이터 구조는 다루지 않는다. 독자들
은 다른 입문서를 통해 R의 기본을 배울 것을 권장한다. ‘An introduction to R’(Venables et al,
2004) 등의 문서들을 참고하자.

2.3 R 스튜디오 설치와 팁
R 스튜디오(RStudio, https://www.rstudio.com/ )는 R을 위한 통합개발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이다(RStudio Team, 2015). C++로 작성되었으며, 빠르고 강력하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R IDE다.

R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OS용으로 제공되는 최신 버전의 R 스튜디오를 설치
해보자.

R 스튜디오 화면은 여러 개의 페인(pane)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한 페인들은 다음과 같다.
• 소스(Source): R 스크립트 파일을 편집하고 실행한다.
• 콘솔(Console): R 명령을 입력하면 결과가 출력된다.
• 도움말(Helps): R의 내부 도움말(HTML 형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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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롯(Plots): 플롯함수 실행 결과를 보여준다.
• 환경(Environment): 현재 세션에서 사용 가능한 객체(데이터, 변수, 함수)와 각 객체의 크
기(예를 들어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 수)를 보여준다.
• 파일(Files): 디렉터리의 파일들을 보여준다.
• 히스토리(History): 이전에 실행한 명령들을 보여준다.
각 페인은 좌우크기가 조절된다. 각 페인 오른쪽 위의 최소화-최대화 버튼은 높이만을 변화
시킨다. 페인들 간을 이동하는 숏컷은 Ctrl + 1(소스), Ctrl + 2(콘솔), Ctrl + 3(도움말) 등이다.

Tools > Global Options 메뉴를 선택하면 R 스튜디오 환경을 바꿀 수 있다(OSX에서 단축키는
Cmd + ‘ , ’ 이다. 참고로, 해당 시스템의 모든 단축키는 ‘Tools → Keyboard Shortcuts Help’ 메뉴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환경설정이 가능한지 한 번 훑어볼 것을 권한다.

코드를 편집할 때 유용한 환경설정 아이템은 다음과 같다.
• Appearance > Editor Font: 눈에 편안한 폰트를 선택한다.
• Appearance > Editor Theme: 디폴트는 흰색이다. Monokai 등을 선택하면 어두운 배
경을 사용할 수 있다.
• Code > Display > Show margin (80)
• Pane Layout: 2x2 차원인 기본 구도는 바꿀 수 없지만, 각 윈도우가 어떤 내용을 보여
줄지 바꿀 수 있다.
폰트 크기는 환경설정 메뉴가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Cmd + ‘+/–’ 단축키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2 - 3 R 스튜디오 스크린샷. 옵션을 어두운 바탕인 Monokai로 바꾸고, 80줄을 표시하는 경계선을 나타
나게 해주었다.
2.3 R 스튜디오 설치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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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R 스튜디오 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F1 키로 도움말을 활용한다.

2.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탭 키를 누르면 현재 입력된 글자의 나머지를 채울

수 있는 R 함수, 파일명, 함수 옵션, 변수명 등을 보여준다.
3. 콘솔이 아닌 스크립트를 통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Cmd +

Enter를 누르면 현재 줄이나 현재 선택한 부분이 콘솔로 보내져서 실행된다.
4.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디렉터리에
5.

R 스튜디오 프로젝트/작업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 단축키를 사용하면 함수/파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2.4 R 라이브러리 설치
R의 장점은 데이터 가공과 시각화, 모형화를 위한 수많은 양질의 패키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특히 다음 패키지들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 dplyr(“디플라이어”)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처리하는 것을 돕는 R 패키지다. 3장 ‘데이
터 취득과 가공’에서 자세히 다룬다(Wickham and Francois, 2015).
• ggplot2(“지지플롯”)은 릴랜드 윌킨슨(Leland Wilkinson)의 ‘그래픽의 문법(the grammar of
graphics)’ 철학에 기반을 둔 R 플롯 시스템이다. 4장 ‘시각화’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Wickham, 2009).

이 패키지들을 설치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R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 install.packages(“dplyr”)
> install.packages(“ggplot2”)

패키지를 설치하는 또 다른 방법은 R 스튜디오 GUI를 사용하는 것이다. 메뉴에서 Tools >

Install Packages를 선택한 후 대화상자를 사용한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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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4 R 스튜디오의 Install Packages 대화상자

2.4.1 CRAN 태스크 뷰
CRAN(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은 R과 관련된 코드와 문서를 관리하는 웹 서버
네트워크다. R과 패키지들, 그리고 다양한 관련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다.

CRAN 태스크 뷰(Task View, https://goo.gl/4IMsvT) 페이지를 보면 R 사용자들이 다양한 적용영
역에서 얼마나 많은 R 패키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적용영역들
이다.
• Bayesian: 베이즈 통계분석
• ClinicalTrials: 임상 통계분석
• Econometrics: 계량경제학
• Environmetrics: 환경공학
• ExperimentalDesign: 실험 계획
• Finance: 금융 통계
• Genetics: 유전학
• Graphics: 데이터 시각화
• HighPerformanceComputing: 고성능, 병렬 컴퓨팅(Parallel Computing)
• MachineLearning: 머신러닝
• Multivariate: 다변량

2.4 R 라이브러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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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LanguageProcessing: 자연어 처리
• ReproducibleResearch: 재현가능연구
• Robust: 로버스트 통계
• SocialSciences: 사회학
• Spatial: 공간 통계
• SpatioTemporal: 시공간 통계
• Survival: 생존 분석
• TimeSeries: 시계열 분석
• WebTechnologies: 웹 기술
한 뷰, 예를 들어 MachineLearning 뷰(https://goo.gl/yvwvso)에 속한 모든 패키지를 한 번에 설치
하려면 ctv(CRAN Task View) 패키지를 사용하면 된다. 우선 ctv를 설치한다.
install.packages(“ctv”)

여기서 install.packages( ) 명령은 따옴표를 빼면 에러가 난다. library( ) 함수는 따옴표를 넣어
도 좋고 빼도 좋지만 이 책에서는 빼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MachineLearning 뷰를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각각 다음 명령을 사용하
면 된다. 설치에는 인터넷 속도와 시스템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library(“ctv”)
install.views(“MachineLearning”)
update.views(“MachineLearning”)

2.4.2 패키지의 의존 패키지와 권장 패키지 설치
CRAN에서는 각 패키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caret 패키지에 대한 페
이지인 https://goo.gl/tdAT2D를 살펴보자. 패키지 이름은 ‘care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aining’이고, 간단한 설명이 밑에 나온다. “Misc functions for training and plotting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models.”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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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packages(“caret”)

메시지에 나타나듯이 이 패키지가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존 패키지도 함께 설치된다. 의
존 패키지는 ‘Depends’ 항목에 나타난다.
• Depends: R (≥ 2.10), lattice (≥ 0.20), ggplot2
즉, R 버전이 2.1 이상이어야 하고, 0.2 버전 이상의 lattice 패키지와 ggplot2 패키지가 필요
하다.

Depends 외에 Suggests 항목이 있다.
• Suggests: BradleyTerry2, e1071, earth (≥ 2.2-3), fastICA, gam, ipred, kernlab, klaR,

MASS, ellipse, mda, mgcv, mlbench, MLmetrics, nnet, party (≥ 0.9-99992), pls,
pROC (≥ 1.8), proxy, randomForest, RANN, spls, subselect, pamr, superpc, Cubist,
testthat (≥ 0.9.1)
이처럼 Suggests 패키지들도 설치하려면 install.packages( ) 함수에서 dependencies=“Suggests”
옵션을 더해주면 된다. 즉,
> install.packages(“caret”, dependencies = c(“Depends”, “Suggests”))
Warning in install.packages :
dependencies ‘R2wd’, ‘RDCOMClient’ are not available
also installing the dependencies ‘itertools’, ‘rredis’, ‘doMPI’, ‘doRedis’,
‘rbenchmark’, ‘RUnit’, ‘bibtex’, ‘isa2’, ‘doRNG’, ‘biclust’, ‘DendSer’, ‘GA’,
‘seriation’, ‘Cairo’, ‘inline’, ‘forward’, ‘lokern’, ‘corrplot’, ‘rrcov’, ‘testit’,
‘BMA’, ‘DescTools’, ‘sfsmisc’, ‘candisc’, ‘reshape’, ‘corrgram’, ‘FRB’, ‘animation’,
‘mvinfluence’, ‘miscTools’, ‘Ecfun’, ‘tis’, ‘polycor’, ‘MBESS’, ‘DiagrammeR’, ‘RODBC’,
‘poLCA’, ‘heplots’, ‘ordinal’, ‘maxLik’, ‘MCMCpack’, ‘coda’, ‘Ecdat’, ‘sem’, ‘biglm’,
‘effects’, ‘ineq’, ‘mlogit’, ‘np’, ‘plm’, ‘pscl’, ‘sampleSelection’, ‘systemfit’,
‘truncreg’, ‘urca’, ‘leaps’, ‘locfit’, ‘AER’, ‘TSA’, ‘its’, ‘plotrix’, ‘neuralnet’,
‘rpart.plot’, ‘tkrplot’, ‘tcltk2’, ‘logspline’, ‘sandwich’, ‘dynlm’, ‘tseries’, ‘gclus’,
‘plotmo’, ‘TeachingDemos’, ‘akima’, ‘scatterplot3d’, ‘som’, ‘strucchange’, ‘TH.data’,
‘Rmpi’, ‘cba’, ‘ISwR’, ‘corpcor’, ‘earth’, ‘fastICA’, ‘gam’, ‘klaR’, ‘ellipse’, ‘mda’,
‘party’, ‘pls’, ‘proxy’, ‘RANN’, ‘spls’, ‘subselect’, ‘pamr’, ‘superpc’, ‘Cubist’

출력에서 보듯이 Suggests 패키지뿐 아니라 각 Suggests 패키지의 Depends 패키지들도 설치
된다.

2.4 R 라이브러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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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패키지와 R 버전
R 패키지와 관련해 기억해둘 사항은 패키지가 R의 버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ggplot2 패키지 소개문을 보면(https://goo.gl/rC12eE), 버전(2.1.0)과 함께 ‘Depends: R (≥
3.1)’이 써 있다. 즉, R 버전이 3.1 이상이어야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끔 R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좋다. 패키지 자체도 가끔은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R 콘솔에서 update.packages( )
명령을 실행하거나, R 스튜디오 메뉴의 ‘Check for Package Updates...’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2.4.4 패키지와 :: 연산자
패키지와 관련된 한 가지 팁을 소개하면, ‘::’ 연산자는 library( )로 패키지를 로드하지 않아도
패키지 함수/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dplyr 패키지의 glimpse( ) 함
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
library(dplyr)
glimpse(iris)
library(gapminder)
gapminder

라고 하는 대신에
dplyr::glimpse(iris)
gapminder::gapminder

를 실행하면 된다. 패키지 네임스페이스(namespace)를 직접 접근하게 해주는 편리한 연산자다.
?“::” 으로 도움말을 살펴볼 것을 권한다.

2.5 파이썬
파이썬(Python)은 배우기 쉬운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다[Python Software Foundation (2016)].
고급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object oriented programming)도 가능하다.
문법이 단순하고, 변수형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dynamic typing), 인터프리터(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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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유닉스, 윈도우, OSX 등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된다. 스크립팅과 빠른
개발에 적합한 언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데이터 과학에서 R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이 책에서는 파
이썬을 깊이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중급 이상의 본격적인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는 꼭 익혀두
는 것이 좋다. 또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데이터 과학에 관한 인터뷰에서 알고리즘과 소프
트웨어 등을 질문하는데, R로 대답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파이썬에 능숙하면 유리하다.
파이썬으로 데이터 과학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다음 환경과 패키지를 학습하고 사용할 것
을 추천한다.
1. 아나콘다(anaconda): 다른 파이썬 환경도 있지만 가장 사용이 편리한 환경 중 하나다

[Continuum (2016)]. 버전 2.7이나 3.x 환경 모두를 지원하며 패키지를 깔끔하게 관리해

준다. https://www.continuum.io/downloads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2.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 실행 가능한 코드와 수식, 시각화와 텍스트를 포함한

문서를 생성하는 브라우저 기반 환경이다. ‘conda install jupyter’ 명령으로 설치하고,
‘jupyter notebook’으로 실행한다(‘ipython notebook’ 명령도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썬 에디터 / IDE: 많은 파이썬 코더들이

IDE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 에

디터를 사용한다. 서브라임 텍스트가 인기가 좋다. 만약 IDE를 사용한다면 PyCharm
등의 IDE를 사용하자.
4. 데이터 과학에 유용한 패키지
a.

pandas(http://pandas.pydata.org/): 데이터 분석과 모형. R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Python Data Analysis Library (2016)]!

b.

scikit-learn(http://scikit-learn.org/stable/index.html): 머신러닝 라이브러리[Pedregosa et al.
(2011)]

c.

numpy: 파이썬에서 수치계산을 지원하는 기반 패키지. 강력하고 빠른 N-차원 벡터,
행렬, 수열 데이터구조와 선형대수, 푸리에 변환, 랜덤숫자생성 기능을 지원한다.

2.5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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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브라임 텍스트
서브라임 텍스트(Sublime Text)는 맥 OSX, 리눅스, 윈도우 등 모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텍스
트와 소스코드 에디터다[Sublime Text (2016)]. 파이썬과 R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와
마크업 언어를 지원한다. 파이썬 API를 지원하고, 플러그인을 통해 기능 확장이 가능하며 커
뮤니티에서 개발한 수많은 플러그인을 통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에디터 중 하나다. 파이썬 등의 코드와 마크다운 파일 등을 편집할 때 무척 편리
하다(그림 2-5). 특히 다중선택(multiple selection, Cmd + D)은 묘한 중독성이 있다. 꼭 사용해볼
것을 권한다.

sublime을 검색하여 홈페이지(http://www.sublimetext.com/ )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그림 2 - 5 서브라임 텍스트
출처

https://www.sublimetext.com/

2.7 깃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와 깃허브
데이터 과학에서는 분석 코드 작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데이터 분석 코드 작성 중 다음
과 같은 경험이 혹시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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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를 편집하다가 잘못됨을 깨닫고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 코드를 잃었거나 마지막 백업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 다양한 버전의 코드를 관리하고자 할 때
• 둘 이상의 버전의 코드를 비교하고자 할 때
• 어떤 코드의 역사(history)를 리뷰하고자 할 때
• 다른 이의 코드에 공헌하고자 할 때
• 코드를 다른 이에게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에 공헌하기를 요청할 때
•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코딩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할 때
• 기존의 코드를 망가뜨리지 않고 새 코드를 시험하고자 할 때
만약 그렇다면 버전 관리 시스템, 특히 깃(Git)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실리콘밸리에
서 데이터 과학자라면 능숙하게 다룰 것을 기대하는 기술이다.
깃은 빠르고 강력한 분산 버전 관리시스템이다[Git(2016), https://git-scm.com]. 2005년에 리눅
스 커널을 개발할 때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만들었다. 분
산(distributed)되고 여러 명이 참여하는 복잡하고 직선적이지 않은(non-linear) 협업을 지원한다.
깃은 이전의 SVN이나 CVS 같은 클라이언트-서버 모형과 달리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중앙
서버가 없어도 된다. 깃 로컬 작업 디렉터리 자체가 버전 트래킹 기능을 완벽히 갖춘 저장소
(repository) 혹은 ‘리포(repo)’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눅스처럼 깃도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깃은 재현 가능한 연구(reproducible research), 코드 백업, 협업의 핵심 도구다. 코드뿐 아니라 텍
스트 문서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다.
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git 온라인 매뉴얼과 튜토리얼을 참조하자. 가장 핵심적인 깃 참고
문헌은 Pro Git이다. git book을 검색하면 https://git-scm.com/book/en/v2/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글판은 https://git-scm.com/book/ko/v2/에서 읽을 수 있다. 다른 한글 깃/깃허브 참고문헌으
로는 〈소셜 코딩으로 이끄는 GitHub 실천 기술〉이 있다.
깃 원격 서버로는 깃허브(github.com)와 빗버켓(bitbucket.com) 등의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다. 공개(public) 프로젝트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비공개(private) 프로젝트 사용료는 서비
스마다 다르다.

2.7 깃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와 깃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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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깃허브(GitHub)를 예로 사용할 것이다(그림 2-6). 깃허브는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가 사용하는 강력한 서비스다. 독자는 github.com에 방문하여 계정을 만들도록 하자.

그림 2 - 6 필자의 깃허브 프로파일 페이지
https://github.com/Jaimyoung

2.8 유닉스 활용하기
유닉스(UNIX)는 1960년대 말 AT&T 벨연구소에서 개발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다

[Wikipedia (2016)]. 컴퓨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시스템 프로그래밍
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C 언어로 작성되었다. 초기에는 서버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데
스크톱과 스마트폰 OS에도 유닉스에 기반을 둔 OS가 사용된다. 초기에 공개된 유닉스를 모방
한 많은 운영체제가 나타났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POSIX라는 표준이 등장했다. POSIX 표
준을 만족하는 것들을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라고 하며, 리눅스(Linux)와 맥 OSX(‘오에스 텐’)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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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스는 안정적이라 잘 크래쉬되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하드웨어와 결합되면 며칠 혹은 몇
주일 동안 재부팅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셸(shell)을 사용한 CLI(Command Line
Interface, 명령 줄 인터페이스)는 일단 익숙해지면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GUI보다

더 빠르고 생산적이다. 그리고 원격 서버에 접속했을 때는 CLI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점점 많
은 테크 회사가 서버와 직원 개인 컴퓨터로 유닉스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데이터 과학과 개발자들은 유닉스를 많이 사용한다.
유닉스에 대한 사용법과 더 자세한 정보는 구글 검색이나 ‘Introduction to UNIX and Linux’
를 참조하자. 적어도 디렉터리, 홈디렉터리, 퍼미션(permission), 프로세스(process) 등의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이 책에서는 사용자가 다음 명령에 익숙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표 2 - 1 많이 사용되는 유닉스 명령들
목적

유닉스 명령어

도움말

man

파일 관리

pwd, cd, ls, mkdir, rmdir, cp, mv, rm, ln, chmod
cat, echo, head, tail, more/less, grep, sed*, awk*, find*, which

파일 처리

sort, uniq, cut, tr
zip, unzip, gzip, gunzip, tar

리디렉트( > )와 파이프( | )

>, |

프로세스 관리

top, ps, kill, fg, bg

기타 명령어

cal, history

네트워크

ssh, scp, ping, traceroute, curl, finger, who

텍스트 편집

vi*

셸 환경변수

=, export, $PS1, $PATH
alias

*로 표시된 명령은 고급 명령을 나타낸다.

3장(데이터 취득과 가공)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유닉스 명령들 중 텍스트 형태 데이터 처리
에 특히 유용한 명령들은 다음과 같다.
• 파이프와 리디렉션
• head, tail: 파일 일부를 보여준다.
• wc -l: 파일의 줄을 세준다.
• grep: 파일 중 원하는 패턴을 찾아준다.

2.8 유닉스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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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 & uniq: 정렬. 소팅과 동일한 줄을 찾아준다.
• cut: 텍스트를 칼럼 데이터로 나눠준다.
셸 환경설정은 주로 .bashrc 파일을 편집한다. 패스($PATH), 프롬프트($PS1) 등의 환경변수와
명령 앨리어스(alias) 등의 단축명령을 정의할 수 있다. bashrc를 검색하면 많은 설정파일 예제
를 살펴볼 수 있다.
배시(bash)는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셸이다. 셸은 다른 종류도 있는데, 역사적 순서
는 대략 c shell(1978년), korn shell(1983년), born-again shell 혹은 bash(1989년), z shell(1990년) 순
이다. OSX에는 배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모험심이 많은 독자라면 z-shell을 사용해볼 것을 권장한다. zsh vs bash를 검색하면 두 셸의
차이점을 알려준다. 특히 https://goo.gl/ojDfG 슬라이드를 참고하라. 중요한 차이는 더 강력한

cd 디렉터리 이름 자동완성(auto completion), 히스토리 검색-자동완성, 신택스 하이라이트 등
이 있다.
특히 oh-my-zsh는 플러그인을 사용해 터미널 사용 시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140개
가 넘는 테마를 사용하여 현재 디렉터리의 깃 버전 관리 상태 등을 보여준다. http://ohmyz.sh/
를 참조하고 설치한다. 여러 테마들을 살펴보려면 oh my zsh theme을 검색하여 https://goo.
gl/0TDfL를 방문하면 된다(그림 2-7).

그림 2 - 7 https://goo.gl/0TDfL 페이지 중 robyrussell 테마

배시에서 유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Bash-it을 사용한다. https://github.com/Bash-it/bash-it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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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구글 독스/스프레드시트/슬라이드
효율적 협업을 위해서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의 문서를 공유하기 쉽고, 동시
에 여러 사람이 편집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상에
서 그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구글 독스/스프레드시트/슬라이드를 포함한
구글 앱이다. 개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이 사용한다.
또한, 넷플릭스 등 일부 대기업도 사용한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협업을 해내야 하는 회사들의
필수적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꼭 계정을 만들고 익혀보도록 하자.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정의 문서화와 결과 정리에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해보도록 하자.

2.9 구글 독스/스프레드시트/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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