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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로배우는실용데이터과학.indb   6 2017. 12. 5.   오후 5:28



2.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작업하기     28

2.2.1 실무 예제     29  

2.2.2 R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입력하기     34  

2.2.3 PUMS data로 작업하기     36  

2.3 요약     39

C H A P T E R   3 데이터 탐색하기 41
3.1 통계 요약치를 이용하여 문제 파악하기     43

3.1.1 데이터 요약을 통해 전형적인 데이터 문제 파악하기     44  

3.2 그래프와 시각화를 통해 문제 제거하기     48

3.2.1 단일변수에서 시각적으로 분산 점검하기     51  

3.2.2 두 변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60

3.3 요약     71

C H A P T E R   4 데이터 관리 72
4.1 데이터 정리하기     72

4.1.1 결측치 다루기     73 

4.1.2 데이터 변환     78  

4.2 모델링과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위한 샘플링     86

4.2.1 테스트와 트레이닝의 분할     86 

4.2.2 샘플 그룹 열 만들기     87  

4.2.3 레코드 그룹화     88 

4.2.4 데이터 출처     90  

4.3 요약     90

모델링 기법P A R T  I I

C H A P T E R   5 모델 선택과 평가 93
5.1 머신러닝 과제에 문제 매핑하기     95

5.1.1 분류 문제 해결하기     95 

5.1.2 스코어링 문제 해결하기     97  

차례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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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익숙해질 무렵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대두되더니 이제는 인공지능이라

는 용어가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함께하기 마련

이고,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이를 따라가기 바쁜 상황이 반복된다. 하둡과 스파크를 이야

기하던 사람들이 SVM과 XGBoost를 이야기하더니 최근에는 신경망, RNN, GAN을 이야기하

고 있다. 이렇게 트렌드만 쫓다 보니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다. 세월이 지나고 트렌드가 바뀌어

도 변하지 않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이 책은 그런 불변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빅데이터든 인공지능이든 데이터의 크기와 그것을 

분석하는 도구가 변하는 것이지 핵심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업무를 배분하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벤치마킹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그 결과를 운영 시스템에 배포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지난한 과정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변하지 않을 이 분야의 핵심일 

것이다. 

이 책에 사용된 예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이 책의 원제인 《Practical Data Analysis with R》

은 책에 사용된 예제가 업무에서 접할 만한 실전적인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기에 가능한 제목이다. 이 책은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려는 초보 데이터 분석가나 머신러닝 엔지니어에게는 기본 지식과 실무 지식을 채워 줄 

것이고, 경험 많은 데이터 분석가나 엔지니어에게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 분발하도록 도와주신 

편집부 이슬 대리님, 그리고 서투른 문장을 교정하느라 고생하신 홍성신 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힘들고 지난한 작업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주말에도 일하

느라 가정에 소홀함을 이해해 준 아내와 딸에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임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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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공부할 때 절실히 필요로 하던 책이다. 이 책의 목적은 데이터 

과학에 중요한 통계, 컴퓨터 과학 및 머신러닝 관련 분야를 설명하는 데 있다.

데이터 과학은 경험적 과학, 통계, 보고, 분석, 시각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가 시스템,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웨어 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및 빅데이터에 관련된 많은 도구

를 요구한다. 이러한 도구에 익숙해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 결정 모

델을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위해 데이터 과학 자체를 도구 및 기술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 책은 실용적이고 실천 중심의 관점에서 데이터 과학을 제시한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습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10가지 이상의 중요한 데이터셋 예

제를 통해 실습한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실제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프로젝

트에 필요한 모든 준비 단계를 시연했다.

텍스트를 통해 유용한 통계 및 머신러닝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코드 예제를 보여 주

고, 비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이뤄 협력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책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더라도 여기서 다루는 주제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

감사의 글

많은 리뷰어와 동료, 그리고 초안에 대해 코멘트를 준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한다. 특별히 아론 

콜코드, 아론 슈마허, 암비케시 자얄, 브라이스 달링, 드와이트 배리, 프레드 라마니안, 한스 

도너, 질라니 바샤, 저스틴 피스터, 코스타스 파사디스, 레오 폴로베츠, 마리우스 부툭, 나다나

엘 애덤스, 네지흐 이기바시, 파블로 바셀리, 피터 라비노비츠, 라비샹카 라자고팔란, 로드리

고 아브레우, 로미트 싱하이, 삼파스 차파랄라, 제카이 오틀레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조언과 

질문이 이 책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제작에 들어가기 직전에 원고의 기술적 내용을 철저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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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조지 게인즈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기획자인 신시아 케인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그녀는 적절한 조언과 함께 엄청

난 인내심으로 우리를 도왔다. 벤저민 버그, 케이티 테넌트, 케빈 설리반과 함께 본문의 거친 

내용을 수정하고 기술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매닝 출판사의 다른 편집자에게도 감사

의 말을 전한다.

또한 UC 버클리 정보 과학 대학의 동료 데이비드 스타이어, 애노 삭세니안, 더그 타이거와 이 

책을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준 다른 모든 교수 및 강사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책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추천사를 써 준 베이 지역 R 사용자 그룹(Bay Area 

R Users Group)의 짐 포르작에게 감사한다. 짐은 우리가 왜 집필을 시작했는지 후회하고, 피곤해

하고, 낙담하고, 기뻐하는 모든 날마다 이 책을 쓰는 이유와 이 책이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필

요성을 상기해 주었다. 그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니나 줌멜, 존 마운트

머리말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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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초보 데이터 과학자이거나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책이 그 시작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이미 업무에서 데이터 과학을 다루고 있는 종사자라면 부족한 지

식을 보충해 줄 것이며, 심지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을 사용한 통계 및 모델링에 대한 훌륭한 책이 많고, 조직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하는 노하우

에 대한 훌륭한 책도 있지만, 이 책은 견고한 기술적 내용과 실용적인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다른 책과 다르다. 

처음 존을 만났을 때 그는 베이 지역 R 사용자 그룹(Bay Area R Users Group)에서 R을 사용하면

서 느낀 기쁨과 좌절감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었다. 그 후에 니나와 존 그리고 나는 같은 회

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했다. 그리고 존은 이 책의 초기 아이디어를 R 사용자 그룹과 버

클리 R 초보자 모임에 발표했다. 존은 데이터 과학자로서 수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

법에 대한 확고한 자기 주관을 갖고 있다. 이 책은 데이터 과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니나와 존의 확실한 견해를 반영

한다. 그렇기에 이 책에는 모호성이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가 생각하는 한 거의 

완벽하게 훌륭한 방법이다. 특히 그들의 의견에 98% 동의한다(내 유일한 이견은 SQL을 둘러싼 것

이지만 이것은 의견 차이보다는 나의 문제다). 이들의 명쾌한 글쓰기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

느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이 데이터 과학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 몇 가지 세

부사항을 살펴보자. 

• 실용적인 도구: R은 그 자체가 실용적인 도구다. RStudio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용

한 가장 선호하는 IDE이다. RStudio는 현저한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최신 버전은 통

합 디버깅 기능까지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세 번째 주요 도구는 해들리 위컴(Hadley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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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ham)의 ggplot2다. R에는 전통적으로 탁월한 그래픽 및 시각화 도구가 포함되어 있

지만 ggplot2는 R 시각화를 한 차원 높인다(해들리의 R 패키지 또는 그 제자들의 모든 패키지

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 책에서는 주요 도구 외에도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를 소개한다. 

더 큰 데이터셋을 위한 적절한 SQL DBMS, 소스 코드 버전 제어를 위한 Git 및 GitHub, 

그리고 문서 생성을 위한 knitr 등이다. 

• 실용적인 데이터셋: 데이터 과학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면 실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학습을 

위한 실용적인 (단순한) 데이터셋과 실제 세계의 지저분하고 복잡한 데이터셋 사이의 균

형을 잘 맞추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탐색하여 데이터의 문제를 찾아 

정리하고 변환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 실용적인 인간관계: 데이터 과학은 컨설턴트 또는 조직 내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자신의 동기나 기술 및 책임을 지닌 다방면의 사

람들과 일한다. 수많은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니나와 존은 이러한 부분을 잘 이

해하고 있다. 이 책은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러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독특함을 갖고 있다.

• 실용적 모델링: 이 책의 대부분은 모델링 프로세스의 탁월한 개요부터 사용할 모델링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과 완료 시 모델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 데이터 과

학에 필요한 실용적인 모델링 방법을 안내하며, 각 방법의 이론을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예제 코드와 데이터는 저자의 GitHub에 실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릭과 

트랩이다. 그리고 주요 절은 ‘꼭 기억할 내용’으로 끝난다.

한마디로 이 책은 모든 데이터 과학자의 책장에 꽂혀 있을 만한 독특하고 중요한 책이다.

짐 포르작(JIM PORZAK)
시니어 데이터 과학자이자 베이 지역 R 사용자 그룹 공동 설립자

추천사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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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
에

대
하
여

이 책은 통계학, 머신러닝 및 컴퓨터 과학의 결과를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드는 분야인 데이

터 과학에 관한 책이다. 데이터 과학의 폭넓은 특성 때문에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

명하고자 한다.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가? 

통계학자 윌리엄 S. 클리브랜드는 데이터 과학을 통계 그 자체보다 큰 학제적 분야로 정의했다. 

우리는 가설과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예측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 관리를 ‘데이터 과학’이라

고 정의한다. 일반적인 예측 분석 목표에는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대출이 기본값인지, 어떤 광고가 클릭되는지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수

집과 관리, 모델링 기법 선택, 코드 작성 및 결과 검증을 담당한다.

데이터 과학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는 흔히 ‘두 번째 천직’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만나는 최고의 데이터 과학자 중 다수는 프로그래머, 통계 전문가, 비즈니스 인

텔리전스 분석가, 혹은 과학자로 출발했다. 그들은 몇 가지 부수적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우수

한 데이터 과학자가 되었다. 이러한 관찰이 이 책의 집필 방향을 결정했다. 이 책은 실제 데이

터를 다루는 프로젝트 단계에 관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데이터 과학자에게 필

요한 실무 기술을 소개한다. 몇몇 단계는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몇몇은 

빨리 이해할 것이고, 몇몇은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 과학의 이론적 기초의 대부분은 통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과학은 기술 및 소프트웨어공학 방법론에 영향을 받으며 컴퓨터 과학 및 정보 기술에 의해 주

도되는 그룹에서 크게 발전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다음의 몇 가지 예가 도울 것이다.

이 책에 대하여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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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의 상품 추천 시스템

• 구글의 광고 평가 시스템

• 링크드인의 연결 시스템

• 트위터의 최근 유행 토픽

• 월마트의 소비자 수요 예상 시스템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공통 기능을 갖고 있다.

• 이 모든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구축된다. 이것 모두 빅데이터 영역에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데이터셋만 사용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의 개념, 즉 데이터베이스, 병렬 프로그래

밍, 스트리밍 데이터 기술 및 데이터웨어 하우징이 필요하다. 

• 이 시스템의 대부분은 온라인 또는 라이브 시스템이다. 단일 보고서 또는 분석을 작성하

는 대신 데이터 과학 팀은 의사 결정 절차 또는 스코어링 절차를 배치하여 직접 의사 결

정을 내리거나 수많은 최종 사용자에게 결과를 직접 보여 준다. 배포 절차는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데이터 과학자가 항상 결함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 협상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실수가 허용된다.

• 이 시스템 중 어떤 것도 원인과 관련이 없다.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원인을 올바

르게 구분하면 성공으로 간주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도구를 알려 주며,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작업과 진행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데이터 과학의 전체 프로세스, 즉 프로젝트 관리,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비전문

가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다.

로드맵 

이 책은 다음 내용을 다룬다.

•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자체를 관리한다. 데이터 과학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 대하여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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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 사용된 가장 강력한 통계 및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다. 이 책

을 프로그래밍 언어 R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 과학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연습이라

고 생각하자.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특정 분야에서 

어떤 기술적인 정의를 주장하든 다양한 청중에게 자신의 작품을 구체적인 용도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신문을 배달하듯 담장 너머로 프로젝트 결과를 던지고 도망갈 수

는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주제를 정리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부에서는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의 기본 목표와 기술을 설명하고 협업과 데이터를 강조한다. 

1장은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작업 방법을 설명하고, 2장은 R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법과 R로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3장에서는 데이터에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특성화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들을 가르친다. 4장에서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2부에서는 데이터 특성화에 이어 효과적인 예측 모델 구축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비즈

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링 방법을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6장은 훈련 

자료를 기억하는 데 의존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암기 모델은 개념적으로 간단

하며 매우 효과적이다. 7장에서는 명시적 추가 구조를 갖는 모델을 다룬다. 이 구조는 상황을 

유용하게 보간 및 외삽하고 중요한 변수와 효과를 식별하는 능력을 추가한다. 8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트레이닝용 라벨 데이터가 없는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일을 보여 준다. 9장에서는 예측 

성능을 높이고 특정 모델링 문제를 해결하는 고급 모델링 방법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모델링에서 벗어나 프로세스로 돌아가서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10장

에서는 모델 관리, 문서화 및 배포 방법을 알려 준다. 11장에서는 서로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부록에는 R과 통계 및 그 밖에 사용 가능한 도구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부록 A

는 R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고, SQL과 같은 도구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부록 B는 

몇 가지 주요 통계 아이디어를 다시 보여 주며, 부록 C에서는 추가 도구 및 연구 아이디어에 대

해 설명한다. 참고문헌은 관련 자료 및 향후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에 대하여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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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목표와 작업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도구를 설명

한다. 각 장의 주제는 관련 데이터셋이 있는 프로젝트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 책을 진행하

면서 10개의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 책에 언급된 모든 데이터셋은 이 책의 

GitHub(https://github.com/WinVector/zmPDSwR 혹은 https://github.com/Jpub/DataScience_R)에 있다. 

GitHub 전체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소를 시스템에 복제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

대상 독자 

이 책의 예제를 사용하려면 R과 통계 그리고 SQL 데이터베이스(몇 개의 예제에서 사용)에 익숙해

야 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좋은 입문서를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책을 시작하기 전에 R과 

통계, SQL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책에서 완전히 다루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R 입문서로는 로버트 카바코프(Robert Kabacoff)의 《R in Action, 2nd》을 추천한다. 텍스트 관

련 웹 사이트 Quick-R(www.statmethods.net)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통계 자료로는 데이비

드 프리드먼(David Freedman) 공저의 《Statistics, 4th》을 추천한다. SQL은 죠 켈코(Joe Celko)가 

작성한 《SQL for Smarties, 4th》를 추천한다.

우리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상정한 이상적인 독자는 다음과 같다.

• 예제에 대한 관심: 예제를 통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적어도 하나 

배우게 된다. 이 책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간단한 스크립팅 및 프로그래밍을 시도해야 

한다. 각 사례에 대해 대안을 시도하고 일부 실패(대안이 효과 없는 경우) 및 일부 성공(유

사 사례가 예제 분석보다 실적이 좋은 부분)을 모두 예상해야 한다.

• R 통계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R을 사용한 짧은 스크립트 또는 프로그램 작

성: 참고문헌에 카바코프의 책 말고도 좋은 책 몇 권을 추천하겠다. R로 특정 문제를 해

결할 때 진행 상황을 이해하려면 예제를 실행해 봐야 하며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명령의 

변형은 다양한 문헌을 통해 익혀야 한다.

• 확률, 평균, 표준편차, 유의성 같은 기본 통계 개념에 대한 경험: 필요에 따라 이러한 개

념을 소개하지만 예제를 통해 추가 참조 자료를 읽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몇 가지 용

어를 정의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참고문헌이나 블로그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수행해야 한다.

이 책에 대하여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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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및 기타 도구를 설치할 컴퓨터(윈도우, 맥OS, 리눅스) 및 데이터셋 다운로드를 위한 인터

넷 액세스: 예제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R help()나 몇 가지 추가 참조를 따르

는 것이 좋다.

이 책에 없는 내용은?

이 책은 R 매뉴얼이 아니다. 이 책은 R을 사용하여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를 구

체적으로 시연한다. R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부록 A와 이미 출간된 많은 훌륭한 R 서적을 

참조해야 한다. 

이 책은 일련의 사례 연구가 아니다. 데이터 과학에 대한 방법론과 기술을 강조하고 예제 데이

터와 코드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제공된다. 빅데이터 관련 서적도 아

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과학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관리가 가능한 규모(종종 메

모리보다 크지만 관리하기 쉽도록 충분히 작음)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측정된 조건을 종속 산

출물에 매핑하는, 가치 있는 데이터는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크기가 제한되는 경

향이 있다. 보고서 생성, 데이터 마이닝, 자연어 처리의 경우 빅데이터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

이 책은 이론적인 책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한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엄격한 이론을 강조하지 

않는다. 데이터 과학의 목표는 유연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용한 기법

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와 결부된 경우 더 깊이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R 코드를 직접 

사용하므로 본문에서는 아름답게 인쇄된 방정식보다 R 코드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책은 서투른 머신러닝 사용자를 위한 책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R에서 구현한 방법을 중요

시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이 쉬운 경우라 할지라도) 구현 방법

을 논의하지 않는다.

코드 규칙과 다운로드

이 책은 예제 위주로 작성되었다. 준비된 예제 데이터를 GitHub(https://github.com/WinVector/

zmPDSwR 혹은 https://github.com/Jpub/DataScience_R)에 제공한다.

이 책에 대하여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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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요구사항 

예제를 통해 작업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윈도우, 맥OS, 리눅스)가 필요하다(설치 방

법은 부록 A에서 설명). 우리가 권장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완전한 크로스 플랫폼이며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고 대체로 오픈소스다.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를 권한다.

• R ― http://cran.r-project.org

• CRAN의 다양한 패키지(install.packages()로 R 자체에서 설치, library()를 사용하여 활성화)

• 버전 제어를 위한 Git ― http://git-scm.com

• 통합 에디터, 실행 및 그래프 환경을 위한 RStudio ― http://www.rstudio.com

• 시스템 명령에 대한 bash 셸 ― 리눅스 및 맥OS에 기본으로 제공되며 Cygwin(http://

www.cygwin.com)을 설치하여 윈도우에 추가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

지 않으므로 숙련된 윈도우 셸 사용자는 bash 명령을 적절한 윈도우 명령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Cygwin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표지 그림에 관하여

표지 그림은 ‘1703년 중국 여인의 의복’(Habit of a Lady of China in 1703)이다. 이 그림이 실려 있는 

토머스 제프리스(Thomas Jefferys, 1719-1771)의 《Collection of the Dresses of Different Nations, 

Ancient and Modern》(4권)은 대략 1757~1772년 사이에 런던에서 출판됐다. 표제 페이지에는 

손으로 새긴 구리 판화와 아라비아 고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토머스 제프리스는 

‘조지 3세의 지리학자’라고 불렸다. 그는 당시 최고의 영문 지도 제작자였다. 제프리스는 정부 

및 기타 공공 기관을 위한 지도를 새기고 인쇄했으며 광범위한 상업 지도와 지도 책, 특히 북

미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 제작자로서의 그의 작업은 지도 제작을 위해 조사한 지역의 의복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 작품들이 네 권의 책에 훌륭하게 전시되어 있다.

18세기에 멀리 떨어진 지역의 매력과 그러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었으며, 

이 책과 같은 컬렉션은 관광객뿐 아니라 집에서 상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

다. 제프리스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은 수 세기 전 다양한 국가의 독창성과 개성을 생생

하게 표현한다. 

이 책에 대하여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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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 지역과 국가별 의복의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점차 대륙 간 구별이 쉽

지 않아졌다. 아마도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개인 생활이나 흥미로운 지식, 기술적인 삶을 위해 

문화적, 시각적 다양성을 교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매닝은 컴퓨터 도서를 다른 책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러한 제프리스의 사진을 표지로 삼아 컴

퓨터 출판의 독창성과 이니셔티브를 표현한다.

이 책에 대하여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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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베
타
리
더

  박조은 

이 책은 적절한 예제와 함께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데이터 분석, 모델링, 분류, 예측 

기법을 제시합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제로 그에 맞는 답을 찾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 실습 예제가 잘 정리되어 있어 따라 하다 보면 R과 데이터 분석, 모델링 

기법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이나 결론 도출을 위해 알맞은 데이터 과학 기법을 고

르는 시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영준

데이터 과학과 R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처럼 이 책은 실용

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으로 R이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적다면 읽기 힘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을 설명한 이후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R을 실행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하는 예제가 쏟

아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학습 성향이 이론보다는 실습/예제 위주의 학습을 선호한다면 그에 

알맞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아름

어렵지만 읽다 보면 재미있는 책입니다. 배워 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정훈(SK주식회사)

R과 데이터 과학 모두 설명하고 있지만 R보다는 데이터 과학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위한 기본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 할 수 있는 코드가 충실하며, 중간중간 

그래프와 설명이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샘플 코드를 따라 하며 차근차근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베타리더 후기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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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Naver)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입문서로는 최고의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기획자나 마케터가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가 보기에는 보조 자료를 필

요로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정말 조리 있게 쓰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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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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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과학 

소개

P A R T

R로배우는실용데이터과학.indb   1 2017. 12. 5.   오후 5:28



1장에서는 동료와 협업하기, 문제 정의하기, 데이터 검증 같은 데이터 과학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1장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살피고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의 

단계별 목표 설정과 프로젝트에서 기대하는 최종 성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책에 다룰 모든 

내용을 1장에서 순서대로 간략히 다루겠다.

2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데이터를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변환하고, 

R에 적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다룬다. 또한 데이터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R 데이터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R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는 부록 A에서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해야 할 데이터 탐색과 조치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문제와 이슈들을 요약 통계와 시각화를 통해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알아보고, 4장에서는 데이터에 내재된 문제와 이슈들을 처리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는 몇 가지 효과적인 절차와 습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1부를 마치면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모델링과 분석을 위해 R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P A R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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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룰 내용 

■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멤버 간 역할 정의

■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대한 이해

■ 새로운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도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데

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성공은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화할 수 

있는 목표, 좋은 방법론, 학문적인 융합, 그리고 반복 가능한 워크플로로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가져야 할 목표의 종류, 다루어

야 할 일, 기대하는 결과 등을 통해 전형적인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다.

1.1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데이터 과학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 과학은 수많은 역할과 기법 그리고 

방법들의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세스를 다루기 전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프로젝트 관리는 오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공학의 주요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방법을 얻을 수 있다. 

1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C H A P T E 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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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프로젝트 내에서의 역할을 정의하면서 프레드릭 브룩(Fredirick Brook)의 저서인 《맨먼

스 미신》(Addison-Wesley, 1995)의 ‘외과수술팀’1 관점에서 본 소프트웨어 개발과 애자일 소프트

웨어 개발 패러다임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1.1.1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표 1.1은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표 1.1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의 역할과 책임

역할 책임

프로젝트 스폰서 비즈니스 이익 대변, 프로젝트 추진

고객 사용자 이익 대변, 업무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분석 전략 설정 및 실행, 스폰서와 고객과 소통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와 데이터 저장소 관리, 데이터 수집 관여

운영자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최종적인 프로젝트 결과 배포

경우에 따라서 위의 역할은 중복되기도 한다. 고객과 데이터 아키텍트 그리고 운영자 같은 역

할은 주요 협업자가 아닌 경우 종종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팀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

기도 한다.

프로젝트 스폰서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프로젝트 스폰서다. 스폰서는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에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이익을 대표한다. 스폰서는 프로젝

트의 성공/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는 프로젝트가 자신의 프로

젝트이거나 충분히 비즈니스적인 요구를 대표할 수 있다면 스폰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만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이상적인 스폰서는 프로젝트의 산출물에 만족한다면 성공한 프로젝트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스폰서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핵

심적인 목표다.

1　 역주  ‘외과수술팀’은 프레드릭 브룩이 《맨먼스 미신》에서 틀어진 일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한 개념이다. 정예의 소수의 

그룹에서 한 사람의 리더를 두고 특정 목표를 정한 후 리더가 정한 방향대로 협업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외과수술팀에서 리더는 팀원의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고 다시 합치는 역할을 한다.

CHAPTER 1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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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에게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참여시켜라  스폰서에게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참여시

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폰서에게 프로젝트 계획과 진행 상황 그리고 스폰서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중간중간의 결과물에 대해 보여줘야 한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폰서를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스폰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와의 면담을 통해 명료한 목표를 얻어야 한다. 즉, 수치

로 정량화할 수 있는 목표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25% 미만의 오검출률로 결제에서 첫 번

째 실패하기 전 최소한 두 달간 지불 불능 상태에 있는 90%의 계좌를 식별하라’ 같은 프로젝

트가 정량화할 수 있는 명료한 목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와 충분성 품

질의 도구가 있는지를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 설정이다.

고객

스폰서가 비즈니스 이익을 대변한다면, 고객은 모델의 최종 사용자의 관심사를 대변한다. 때

때로 스폰서와 고객의 역할을 같은 사람이 하기도 한다. 데이터 과학자가 비즈니스적인 이익과 

부작용을 측정할 수 있다면 고객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스폰서에서도 

설명했듯이 데이터 과학자가 고객의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설정은 아니다.

고객은 스폰서보다는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고객은 좋은 통계 모델을 만드는 데 

기술적인 세부사항과 모델이 배포되는 일상적인 프로세스 사이의 접점이 된다. 고객이 수학적, 

통계적인 지식에 능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업무 전문가로서 팀에 기여해야 한다. 뒤에서 다룰 대출 신청 예제에서 고객은 

대출 담당 직원이거나 대출 창구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된다.

스폰서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팀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참여시켜야 한다. 이상적으

로는 정규적인 미팅을 통해 최종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고객은 조직 내의 다른 그룹의 속하고 프로젝트 밖의 다른 대표성을 갖는다. 지속적인 미팅

을 통해 현재의 결과물과 진행 상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보여주고 고객의 비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최종 사용자가 프로젝트팀의 모델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성공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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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 스폰서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은 데이터 과학자다. 데이터 과학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모든 단계에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전략을 설정

하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데이터 과학자는 프로젝트의 단

계를 계획하고, 데이터 원천과 사용할 도구를 선정한다. 따라서 기술 요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통계학과 머신러닝에 대해 능통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진행자로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데이터 과학자는 보다 기술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관찰하고, 통계 검정과 분석을 수행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즉, 데이터 과학에서 ‘과학’의 영역을 모두 책임지

고 있다.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아키텍트는 모든 데이터와 데이터의 저장에 책임을 지고 있다. 종종 이 역할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나 아키텍트 같은 데이터 과학 그룹 밖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외부 데이

터 아키텍트의 경우 다른 많은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면담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운영자

운영자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최종 결과물을 전달하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운영

자의 역할은 대개의 경우 데이터 과학 그룹 밖에서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맡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상품이 정렬되는 방식에 관련된 데이터 과학 결과물을 배

포해서 영향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결과의 영향에 대해 많은 의견

을 갖게 된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응답시간,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크기 같은 제약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운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이미 스폰서나 고

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들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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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단계
이상적인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환경은 데이터 과학자와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피드백과 

반복(iteration)이 장려되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다. 

비록 이 책에서는 각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실제로 각 단계들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

간다. 한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은 종종 다른 단계에서도 중복되어 실행되곤 한다.

때로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두 단계 이상을 건너뛰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기도 한다. 그림 1.1에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심지어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모델을 배포한 후에도 새로운 이슈와 문제가 모델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된다. 한 프로젝트가 종료된 다음 후속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모델 배포

모델 개발
결과 발표

및
문서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모델 평가

목표 설정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하라.

데이터 속의
패턴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모델을 배포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라.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그림 1.1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반복 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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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 표현된 각각의 단계를 확인해보자. 실제 예제로 독일의 한 은행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고 가정하자.2 은행 측에서는 악성 채권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

한 손실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당신의 데이터 과학 팀이 참여하게 되었다.

1.2.1 목표 설정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측정 가능한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개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 스폰서가 프로젝트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그

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스폰서가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왜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 프로젝트팀에 필요한 리소스는 무엇인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

한가? 협업할 수 있는 도메인 전문가는 있는가? 전산 자원은 무엇인가?

• 스폰서는 데이터 프로젝트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려고 하는가? 성공적인 배포

를 위한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다시 앞에서 다루었던 대출 신청 예제로 돌아가보자. 궁극적인 비즈니스 목적은 악성 대출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스폰서는 대출 담당자가 대출 심사 점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기대할 것이다. 그 도구로 악성 대출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대출 담당자가 대출 승인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역시 중

요하다.

일단 프로젝트팀과 스폰서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비 답안을 준

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당신과 스폰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프로젝트에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여기서는 1994년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교수가 UCI 머신러닝 저장소에 제공한 신용 데이터를 사용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일부 열 이름은 단순화했다. 데이터셋은 http://archive.ics.uci.edu/ml/datasets/Statlog+(German+Credit+Data)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로드하고 분석을 위해 2장에서는 데이터 준비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데이터 수집 당시의 독일 통화는 독일 

마르크화(D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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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우리는 악성 대출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불

량 채권으로 인한 상각(償却)을 대출 심사 모델의 예측을 통해 최소 10% 줄이기 원합니다’ 같

이 명세화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정지(停止) 조건과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만들어낸다. 목표의 구체성

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결과도 ‘충분히’라는 요건을 맞출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는 끝이 나지 

않게 된다. 만일 달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프로젝트를 언제 멈춰야 하는지, 무엇

을 해야하는지도 모른게 된다. 프로젝트가 시간과 리소스의 부족으로 인해 빈번히 정지된다면 

프로젝트 결과에 어떤 사람도 만족할 수 없다.

그렇다고 탐색적인 프로젝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데이터에서 보다 더 상관성

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제공하는 대출의 종류를 줄여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유

형의 대출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까?’ 등 이러한 상황에서의 프로젝트 범위는 시간 제한 같은 

정확한 정지 조건을 가지고 정해야 한다. 목표는 후보 가설을 동반한다. 이러한 가설은 후에 

본격적인 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목표로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1.2.2 데이터 수집과 관리

이번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식하고, 탐색하고, 분석에 적합하도록 조정하

는 것을 다룬다. 데이터 수집과 관리 단계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다.

• 어떤 데이터가 가용한가?

•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충분한가?

• 데이터 품질은 충분한가?

대출 심사 프로젝트에서 지난 10년간의 가계 대출을 포함한 대표적인 대출의 샘플을 수집했다

고 가정해보자. 대출 중 일부는 채무불이행 상태고 나머지는 정상 상태일 것이다(대략 70%가 정

상). 각각의 대출에 대해 다양한 속성을 수집해서 아래 표 1.2에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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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출 데이터 속성

Age.in.years
Collateral(차량, 자산 등)
Cosigners
Credit.amount(대출 총액)
Credit.history
Duration.in.month(대출 기간)
Good.Loan(종속변수)
Housing(자가/렌트 등)
Installment.rate.in.percentage.of.disposable.income
Job(고용 유형)
Status.of.existing.checking.account(대출의 현재 시점)
Number.of.dependents
Number.of.existing.credits.at.this.bank
Other.installment.plans(대출 규모 등 - 유형)
Present.employment.since
Present.residence.since
Personal.status.and.sex
Purpose(차량 대출, 학자금 대출 등)
Savings.Account.or.bonds(대차)
Telephone(보유 시에만)

이 데이터에서 Good.Loan 속성에는 ‘GoodLoan’과 ‘BadLoan’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다. 논의

를 위해 GoodLoan는 상환으로, BadLoan는 채무불이행으로 가정하자.

가능한 다른 측정으로부터 참조되는 정보보다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

자. 예를 들어 income(수입)을 변수로 사용하자고 할 것이다. 낮은 수입은 대출 상환의 어려움

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차용인의 가처분소득보다는 대출금의 

크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정보는 수입 하나만 놓고 보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

다. 변수 ‘Installment.rate.in.percentage.of.disposable.income’에 이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초기 탐색과 시각화를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하고 변

수를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정리해야 한다. 탐색 프로세스와 데이터 클리닝 단계에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맞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초기에 대처하기로 

계획한 것보다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요소를 데이터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2는 직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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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25 0.50 0.75 1.00
부실 채권 비율

상환할 채무 없음

이 은행의 모든 채무 상환함

현재 연체 없음

과거 연체 있음

주거래 은행이 타은행

신
용
 기

록

Good.Loan

BadLoan

GoodLoan

그림 1.2   신용 기록 범주화를 통한 채무불이행 대출의 일부. 막대의 어두운 부분은  

대출금의 일부가 채무불이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왜 겉보기에 안전한 대출자들(은행에 모든 신용을 상환한 사람)이 위험한 대출자들(과거에 연체했던 

사람들)보다 높은 비율로 채무불이행 상태일까? 

보다 신중하게 데이터를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도메인 전문가들과 퍼즐 조각을 찾는 것을 공

유한 후에 이 샘플이 본질적으로 편향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데이터는 이미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

어진 것만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샘플 데이터에는 안전하게 보이는 대출보다는 위험하게 보이는 

대출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능한 가정은 위험하게 보이는 대출은 많은 엄격한 심

사 과정 후에 승인된 것이고, 안전하게 보이는 대출은 심사 과정이 생략된 채 승인되었다는 것

이다. 이것은 만일 데이터 모델이 현재 대출 심사 프로세스의 하부에서 사용된다면 신용정보

는 더 이상 유용한 변수가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안전한 대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보다 신중

하게 심사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프로젝트팀과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팀은 안전하게 보이는 대출 심사에 집중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데이

터 수집 단계와 이후에 있는 모델링 단계 사이에서 사이클을 되돌리고 다시 진행하는 것을 반

복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데이터 탐색과 관리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1.2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단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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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모델링

드디어 모델링이나 분석을 수행하는 통계와 머신러닝 단계에 도달했다. 이번 단계는 목표에 도

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통찰을 추출하는 단계다. 많은 모델링 절차가 데이터 분

산과 관계에 대해 특정한 가정을 한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가장 좋은 

형태로 모델링하기 위해 모델링 단계와 데이터 정리 단계는 중복되거나 선행과 후행을 반복하

게 된다. 

일반적인 데이터 과학 모델링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범주화(Classification) - 어떤 것이 하나 또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지 결정

• 스코어링(Scoring) - 값이나 확률 같은 숫자로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것

• 랭킹(Ranking) - 선호도에 따라 아이템을 정렬하는 것

• 클러스터링(Clustering) - 아이템들을 가장 비슷한 그룹끼리 그룹화하는 것

• 연관성 찾기 - 상관관계 또는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원인을 찾는 것

• 캐릭터리제이션(Characterization) - 데이터로부터 매우 일반적인 플롯(plot) 차트와 보고서

를 만드는 것

위의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대출 심사 예제는 범주화(classification) 문제였다. 어떤 대출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것인지 식별

하려고 했다. 범주화를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나이브 베이즈 분류화(Naive 

Bayes classifiers)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 앞으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프로젝트팀은 대출 담당자와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려는 사람들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델의 범주화에 깔려 있는 맥락을 이해하길 원하고, 이 모델이 그들의 대출 결정에 얼마나 

확신을 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될 것인지 알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어진 요건을 감안하

여 의사결정나무가 가장 적합한 접근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이 책의 이후 장에서 의사결정나

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다룰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예제 1.1에 있는 R 코드를 수행해보자

(데이터는 https://github.com/WinVector/zmPDSwR/tree/master/Statlog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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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  의사결정나무 만들기3

library('rpart')4

load('GCDData.RData')
model <- rpart(Good.Loan ~
   Duration.in.month +
   Installment.rate.in.percentage.of.disposable.income +
   Credit.amount +
   Other.installment.plans,
   data=d,
   control=rpart.control(maxdepth=4),
   method="class")

그림 1.3에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Duration ≥
34 months

Credit amount
< 2249

Duration ≥
44 months

Credit amount
≥ 11,000

BadLoan
(0.88)

Credit amount
< 7413

GoodLoan 
(0.61)

BadLoan
(1.0)

BadLoan
(0.68)

GoodLoan
(0.56)

GoodLoan 
(0.75)

Yes No

선언된 클래스를 위한 신뢰도 점수:

• BadLoad(1.0)은 노드에 있는 모든

  대출이 악성채무임을 나타냄

• GoodLoad(0.75)는 노드에 있는 75%의

  대출이 양호함을 나타냄

그림 1.3  악성 대출을 찾기 위한 신뢰도 점수를 가진 의사결정나무 모델

5장에서 일반적인 모델링 전략을 다루고 특정 모델링 알고리즘의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다룰 

것이다.

3　위의 코드에 plot(model); text(model)을 추가하면 간단한 의사결정나무 시각화를 볼 수 있다.

4　 역주  R에서 library 함수를 사용할 때 괄호 안의 라이브러리명을 기술하는 방법은 library(‘rpart’), library(“rpart”), library(rpart) 세 

가지 모두 유효하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취향이다. 개인적으로는 타이핑을 줄일 수 있는 인용부호가 없

는 것을 선호하나 이 책에서는 원 저자의 표기법대로 단일 인용부호를 사용했다(https://www.rdocumentation.org/packages/base/
versions/3.4.1/topics/librar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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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모델 평가와 비평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가? 일반화 가능한가?

• ‘모호한 추측’보다 정확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보다 나은가?

• 모델(coefficients, clusters, rules)의 결과가 문제 영역에서 의미 있는가?

만일 위의 질문에 ‘No’라고 대답했다면 모델링 단계로 다시 돌아가거나, 데이터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누구도 부정적인 결과를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재 

자원으로는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더 나은 성

공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이것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정의

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출 심사 예제로 돌아가보자. 첫 번째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모델을 

찾는 규칙이다. 앞의 그림 1.3을 보자. 어떤 이상한 규칙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진행하

고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해보자. 분류의 정확성을 요약하는 좋은 방법은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사용하는 것이다. 혼동 행렬은 예측값을 분류화시켜 표를 제공한다.

예제 1.2  혼동 행렬 정리

>resultframe<- data.frame(Good.Loan=creditdata$Good.Loan,
                       pred=predict(model, type="class"))
>rtab<- table(resultframe)
>rtab
        pred
Good.Loan  BadLoan GoodLoan
  BadLoan       41      259
  GoodLoan      13      687

> sum(diag(rtab))/sum(rtab)
[1] 0.728  
> sum(rtab[1,1])/sum(rtab[,1])
[1] 0.7592593 
> sum(rtab[1,1])/sum(rtab[1,])
[1] 0.1366667 
> sum(rtab[2,1])/sum(rtab[2,])
[1] 0.01857143 

혼동행렬 만들기. 
열은 실질적인 loan 
status를 나타낸다.

모델 재현율: 모델은 
채무 불이행된 계좌를 

14% 찾아냈다.오검출률: 신용이 좋은 
채무자 중 2%를 악성 
채무자로 잘못 검출했다.

모델 정밀도: 실제로 
채무불이행 계좌에 대해 

bad로 76% 예측했다.

모델 전체의 
정확성: 73%의 
예측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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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대출 상태를 73%로 정확하게 예측했다. 원래의 데이터셋(dataset)에서 30%의 대출자

는 악성 채무자였기 때문에 GoodLoan으로 예측하는 것은 항상 70%의 정확성을 가질 것이다. 

이 모델은 랜덤하게 선택하거나 추측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정확성은 충분치 않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실수가 범해졌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모델이 너무 많이 악성 채무로 판별하는 실수를 범하거나, 악성 채무자를 양성 채무자로 판별

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가? 재현율은 악성 채무자를 얼마나 많이, 정확히 찾는지 알려준

다. 정밀도는 실제로 악성 채무자를 얼마나 많이 악성으로 찾는지 알려준다. 이상적으로는 재

현율과 정밀도 모두 높기를 원하고 오검출률은 낮기 원한다. 얼마나 높아야 충분한지 또 얼마

나 낮아야 충분한지에 대한 결정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종종 재현율과 정

밀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정밀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모델의 품질을 측

정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5장의 모델 평가에서 다룰 것이다.

1.2.5 프레젠테이션과 문서화

모델이 고객의 세부 요건까지 만족시킨다면 스폰서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결과물을 프레

젠테이션해야 한다. 또한 조직 내에서 모델이 배포된 후에 이를 사용하고, 실행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서화 작업을 해야 한다. 다양한 청중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정보가 필요하

다. 비즈니스 지향적인 청중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모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 한다. 

대출 심사 예제에서 비즈니스 관점의 청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출 심사 모델이 결

손 비용을 줄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모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량 채권의 22%를 인식한다

고 가정하자. 그때 발표와 보고 내용은 그림 1.4에서 보듯이 모델이 은행의 손실을 줄일 수 있

음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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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aining

domestic appliances

repairs

others

education

car (used)

radio/television

business

furniture/equipment

car (new)

0 100,000 200,000 300,000
Charge−offs (DM)

Pu
rp

os
e detected

detected

not detected

대출 카테고리별 손실액
진한 파란색은 모델에 의해 거부된 대출을 나타낸다

결과: 손실 22% 감소

그림 1.4  임원 대상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 예제

그리고 청중에게 신규 차량 구매 대출이 중고차 대출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과 가장 큰 손실

은 악성 차량 대출과 악성 장비 대출과 연관 있다는 모델을 만들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내용과 

이와 관련된 통찰을 전달해야 한다(물론 청중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모델의 기술적

인 세부사항은 이러한 청중에게는 흥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건너뛰거나 기술 이

슈를 다루는 프레젠테이션 때만 이야기한다.

모델의 최종 사용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이 모델이 어떻게 사용자의 일을 보다 잘 도와줄 

수 있는지 강조해야 한다.

• 어떻게 이 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가?

• 모델의 결과물은 어떤 형태인가?

• 만일 모델이 의사결정나무 내에 규칙의 추적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만일 모델이 범주화를 통해 점수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점수를 사용해야 하는가?

• 어떤 상황에서 모델의 결과를 기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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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화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 자원에 어떤 영향이 있

는지 강조해야 한다.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과 문서화 구성에 대해서는 3부

에서 다룬다.

1.2.6 모델 배포와 유지보수

최종적으로 모델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 운영이 된다는 것은 많은 조직에서 모델의 운영에 

관련된 일상적인 주요 책임이 더 이상 데이터 과학자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모

델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재앙에 가까운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델이 환경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많은 상황에서 초기에

는 모델은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배포된다. 테스트는 예상치 못한 이슈들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10장에서 모델 배포 시 고려사항에 대해 다루겠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모델의 결과가 그들의 직관과 배치되기 때문에 빈번

히 모델의 결과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직관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모델이 

불완전한 걸까? 데이터 과학의 각 단계에 보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프로젝트 초기 설계 단계의 

중요한 요소인 ‘기대치 설정’을 살펴보자.

1.3 기대치 설정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성공 조건을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팀 

내에 비즈니스 담당자들은 비즈니스 목표에 만족시키는 필요한 아이디어를 이미 갖고 있을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약 10% 정도의 악성 채무를 줄이기를 원한다’ 같은 것 말이다. 

프로젝트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비즈니스 목표를 만족시키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원하는 정도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가용 데

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 내용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유동성을 설명하는 한 예다. 데이터 탐색과 클리닝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 

데이터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면 목표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알

게 될 것이다. 만일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면 프로젝트 설계와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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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모델 성능 상하한선 결정

모델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얻기 위한 방법과 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모델의 합격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하다. 

NULL 모델: 성능의 하한선

Null 모델은 ‘명백한 추측’이라고 생각되고 우리의 모델은 이것보다 나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기존의 모델이나 솔루션이 있다면 기존의 솔루션이 

Null 모델이 된다. 모델이나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를

테면, 대출 심사 모델에서 수치를 예측하려고 할 때 GoodLoan이라고 판별하거나 중간값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이 Null 모델이 된다. Null 모델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모델의 성능 하한선

이다.

대출 심사 모델의 예에서 데이터셋에서 대출 심사의 70%는 양성 채권으로 판별했다. 실질적으

로도 70%가 양성 채권이었기에 우리는 데이터에 적합한 어떤 실제 모델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가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모

델이기에 이것의 에러율은 기준 에러율(base error rate)이 된다. 어떻게 해야 70% 이상의 정확성

을 가지게 될까? 통계에서 가설 검증 또는 유의성 검증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는 모

델이 Null 모델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모델이 70% 이

상의 정확도를 갖기를 원할 것이다(통계 용어로는 ‘유의하다’고 표현한다). 앞으로 5장에서 유의성 

검증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룰 것이다.

정밀도만이 성능 측정 기준은 아니다. 우리 모델에서는 악성 채권을 식별하는 데 있어 재현율5

이 0인데 이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이나 프로

세스가 있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보다 낫기를 원한다면, 기존 모델이나 프로세스에서 우리

는 정확도, 민감도, 오검출률을 참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델은 반드시 이러한 

기준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 불만족스러워야 한다. 이것은 또한 원하는 성능 기준의 하한선으

로 정의될 수 있다.

5　 역주  이 모델에서 재현율(recall)은 모든 악성 채권 중에서 악성 채권으로 예측했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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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율(BAYES Rate): 모델 성능의 상한선

비즈니스적인 성능 목표는 위에서 논의한 성능 하한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우리는 데이터가 

목표를 충족하기에 충분한지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

살펴봐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통계학자들이 설명되지 않는 분산(unexplainable variance)(입력값에 의

해 결괏값의 분산이 얼마큼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대

출자의 가처분소득의 15% 이상이 대출되었다면 채무불이행, 그 이하라면 양호하다고 판단하

는 규칙을 경험에 의해 세웠다고 가정하자. 이 규칙만으로 최소 85%의 정확도로 악성 채권을 

예측하는 목표를 만족시키는지 알아보자. 예제 1.3의 2개의 모집단을 생각해보자.

예제 1.3  가처분소득과 대출 간의 관계

> tab1
                             loan.quality.pop1
loan.as.pct.disposable.income goodloan badloan
                     LT.15pct       50       0
                     GT.15pct        6      44
> sum(diag(tab1))/sum(tab1)
[1] 0.94       
>
> tab2
                             loan.quality.pop2
loan.as.pct.disposable.income goodloan badloan
                     LT.15pct       34      16
                     GT.15pct       18      32
> sum(diag(tab2))/sum(tab2)
[1] 0.66

두 번째 모집단에서 loan.as.pct.disposable.income만으로는 목표에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되

었다. 보다 정확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입력변수가 필요하다.

예측 정확도의 한계는 베이즈 오차에서 알려진 ‘설명되지 않는 분산’으로 인한 것이다. 베이즈 

오차가 주어진 데이터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정확성을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

다. 만일 베이즈 오차가 비즈니스에서 결정된 성능 목표를 도달할 수 없다면 목표를 재설정하거

나 모델을 향상시킬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다.

예측의 정확한 숫자는 진단표에 있다. 
첫 번째 모집단, 가처분소득 대비 15% 이하로 된 대출은 모두 양호했고, 

15% 이상으로 된 대출은 6개 모두 채무불이행되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loan.as.pct.disposable.income은 모델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통계학자들이라면 loan.as.pct.disposable.income는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94%의 
정확도

두 번째 모집단에서 1/3의 대출은 
가처분소득이 15% 이하인데 
채무불이행되었고, 15% 이상으로 대출된 
것 중 절반 이상이 양성 대출이다. 그래서 

loan.as.pct.disposable.income이 이 
모집단의 경우에는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없다.

경험상 단지 66%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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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베이즈 오차를 찾은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일 항상 가능한 최선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만일 모든 변수가 이산분포되어 있

다면(게다가 데이터까지 수없이 많다) 모든 가능한 변수 조합을 위한 탐색표를 만들어 베이스율

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분포가(8장에서 자세히 다룸) 베이스율의 좋

은 추정치를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제한으로부터 몇 가지 아이

디어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

야 한다. 

1.4 요약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는 데이터 과학자와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그리고 프로세스 내에서 다른 

단계 간에 수없이 선행과 후행을 반복하게 된다.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프로젝트 상

황을 알려주고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에 연

관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최종 결과물에 놀라게 될 것이다. 

2장에서는 데이터를 로딩하고, 탐색하고, 관리하는 등 프로젝트 설계 이후의 단계에 대해 살펴

본다. R 프로그램상 분석에 용이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방식을 다

룰 것이다.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  성공적인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는 통계학자 이외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와 

고객의 이익뿐만 아니라 운영에 고려할 문제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며, 수치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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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룰 내용

■ 비즈니스 문제를 머신러닝 과제로 매핑하기

■ 모델 품질 평가하기

■ 모델 건전성 검증하기

데이터 과학자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구매율을 높이거나, 사기 구매 건을 인식하거나, 대출 포

트폴리오에서 손실을 관리하는 등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많은 통계 모

델 방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각각의 통계 방법은 주어진 비즈니스 목표와 

특성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과 통계 방법을 대략적으로 소개한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모델이 트레이닝뿐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잘 동작한 것처럼 운영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작업을 

모델 성능 평가와 모델 유효성 검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적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데이터를 

그림 5.1과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한다.

5
모델 선택과 평가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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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신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한다)

트레이닝
데이터

예측

모델

테스트/훈련
데이터 분리

모델
트레이닝

그림 5.1  모델 구축과 평가의 순서도

모델 성능 평가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원래의 비즈니스 

목표와 선택된 모델링 기법 모두에 적절한 모델의 성능 측정값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

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을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 분류(classification) 기법을 이용할 수 있

고, 이 경우 정확도와 재현율 측정을 통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채무불이행된 대출의 수익 

손실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스코어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RMSE(평균 제곱근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 핵심은 데이터 과학자는 수많은 측정 방법에 친숙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델 유효성 검증은 모델에 트레이닝 동안 잘 동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에서도 잘 동

작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트레이닝에서 훌륭하게 동작하던 모델이 운영 환경에

서 낮은 성능을 내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모델 유효성 검증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운

영 환경에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 예측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오로지 대출을 빨리 상환하는 사람들로만 검증한다면 

평가는 좋게 나올 것이다(어떤 채무불이행도 없을 것이라고 100% 예측하는). 하지만 이것은 운영 환

경에 적용하기에는 명백히 적합한 것이 아니다. 모델 검증 기법은 모델을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위험의 유형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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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머신러닝 과제에 문제 매핑하기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적절한 머신러닝 기법에 매핑하는 것이다. 실제 환경

과 같은 상황을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회사의 데이터 과학자라고 가정해보자. 우리 팀에

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비즈니스 문제가 있다.

• 과거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살지 예측하기

• 사기 구매인지 인식하기

• 다양한 상품 또는 상품군에 대한 가격 탄력성 예측하기(상품 가격의 인상이 상품 판매를 어

떤 비율로 감소시키는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 

•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상품을 보여주는 최적의 방법 결정하기

• 고객 세분화: 같은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 그룹핑

•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평가

• 새로운 상품들을 제품 카탈로그에 배열하기

모델의 선택은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친다. 만일 입력변수의 분산이 결괏

값에 얼마나 적게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회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단일변수로 대부분

의 분류를 하고 싶다면 의사결정나무가 좋은 선택이다. 또한 각각의 비즈니스 문제에 따라 사

용해야 할 통계적 접근이 결정된다. 만일 스코어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회귀 기법은 좋

은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카테고리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랜덤 포레스트 상호 참조 기법이 좋

은 선택이 될 수 있다. 

5.1.1 분류 문제 해결하기

그림 5.2와 같이 새로운 상품을 상품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문제를 가정해보자. 이것

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상품은 다른 소스로부터 오고, 각각 다른 상품 분류를 가

지고 있고, 또한 소매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상품에 따라서는 어떠한 분

류와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많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상품 분류를 팀을 두어 

사람이 직접 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노동 집약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분류가 일치하지 않거

나 오류를 발생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자동화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자동화는 노동력을 줄이

고 쇼핑 사이트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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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
스테레오 오디오

전자기기 →
게임기

컴퓨터 →
프린터

컴퓨터 →
데스크톱

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모니터

그림 5.2 상품 카테고리에 상품 할당하기 

상품 분류화는 상품의 속성과 상품의 설명서에 기반한 분류화의 예다. 분류화 자체는 지도학

습(supervised learning)의 한 예로, 분류화는 대상을 어떻게 분류화할지 학습하기 위하여 이미 분

류화된 (트레이닝셋이라 불리는)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특

히 텍스트 관련된 분류화에서 주요한 작업이다. 표 5.1에서 흔히 사용되는 효율적인 분류화 방

법을 설명했다.

다중 카테고리 vs. 두 카테고리 분류화

상품 분류화는 다중 카테고리 또는 다항 분류의 예다. 대부분의 분류화 문제와 분류화 알고리즘은 2개 

카테고리 또는 이항 분류화에 전문화되어 있다. 이진 분류 기법를 이용하여 다중 카테고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예를 들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하나의 분류자를 이용하는 것을 ‘one versus rest’ 분류자

라 부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중 카테고리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다. 그런 방법은 대부분 이진 분류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로

지스틱 회귀를 위한 함수인 glm( )보다 mlogit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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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몇 가지 일반적인 분류화 방법

방법 설명

나이브 베이즈 나이브 베이즈 분류화는 입력변수가 많은 문제, 매우 큰 범주의 분류화된 입력변수, 그리고 

텍스트 분류에 특히 유용하다. 나이브 베이즈는 상품 카테고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선택이다.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6.3.2절 참조)는 입력변수와 출력이 if-then 같은 방식(예를 들어 IF age > 65 
THEN health.insurance=T)으로 상호 동작할 때 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조건은 AND 관계로 

각각 여러 개의 조건을 가질 수 있다(if age < 25 AND student = T THEN ...). 또한 입력변수 

값이 중복되거나 상관관계일 때도 유용하다. 의사결정나무의 의사결정 규칙은 기술적 지식 

없는 사용자가 다른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나온 결정 과정보다 이해하기 쉽다. 9.1.2절에서 

의사결정나무의 중요한 확장 형태인 랜덤 포레스트를 다룰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화시키는 것 이외에 범주의 확률을 예측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어떤 

대상이 주어진 범주에 포함될 확률*). 로지스틱 회귀에 기반한 분류화의 한 예는 신용카드 

구매에 있어 사기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는 또한 다른 입력변수가 결괏값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할 때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구매 금액을 100달러 

증가될 때 사기 거래율이 2% 증가하거나 이전과 동등한지 알고자 하는 경우다.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SVMs)은 매우 많은 입력변수가 있을 때나, 입력변수들이 결괏값과 상호 

동작하거나 각각이 매우 복잡하게(비선형으로)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다른 방법들보다 적은 가정을 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트레이닝 데이터가 운영 환경의 

데이터의 분산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   엄밀하게는 로지스틱 회귀로 스코어를 매겼다(다음 절에서 다룬다).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분류기로 사용하려면 임곗값이 필요하다. 

임곗값보다 높은 스코어를 가진 경우와 낮은 스코어를 가진 경우에 각각 레이블을 지정한다.

5.1.2 스코어링 문제 해결하기

스코어링 예제에서 우리의 임무는 각기 다른 마케팅 캠페인이 웹 사이트에서 가치 있는 트래픽

을 일으키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겠다. 목표는 단지 사이트에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들

어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먼저 

다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웹 사이트 광고, 유튜브, 전단지, 이메일 등), 트래픽 소스(페이스북, 구글, 

라디오 방송국 등), 인구학적 요소, 시기 등 수많은 요소를 살펴야 한다.

특정 마케팅 캠페인으로부터 판매 증가를 예측하기 위한 예는 회귀 또는 스코어링이 있다. 사

기 검출은 스코어링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만일 특정 구매 요청이 사기일 확률을 예측하고자 

하면 스코어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3에서 스코어링에서 설명하듯이 스코어링은 지도학습

의 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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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스코어링 방법

다음 장에서 다음 2개의 일반적인 스코어링 방법을 다룰 것이다

신용카드 유형

결제액

온라인 여부

구매 유형

배송지 = 청구지?

신용카드 유형

결제액

온라인 여부

구매 유형

배송지 = 청구지?

Yes

$75

생활용품

Yes

Yes

가전기기

No

사기 확률

$500

5%

90%

그림 5.3  거래가 사기일 가능성을 결정하는 개념도 

선형 회귀

선형 회귀는 입력값의 선형 가산 함수인 숫자형 결괏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 이것은 매

우 효과적인 근사치로 실제로는 비선형인 경우에도 유용하다. 결과 모델은 각각의 입력변수가 

결과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예측을 제공한다. 선형 회귀는 숫자 값을 예측하고자 할 때 

가장 최선의 모델이다.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귀는 확률이나 비율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모델로 항상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

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로지스틱 회귀는 사기 검출 문제에 적절한 방법이다. 만일 주어진 거

래가 사기성 거래인지 아닌지 확률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할 수 있다.

5.1.3 예측 결과 없이 일하기

앞서 다룬 예측 방법들은 예측 결과를 가지는 상황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한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대신에 데이터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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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과 관계를 살피고 고객이나 비즈니스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력값에 기초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지도학습보다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불리는 방법이 적합하다. 비지도 학습의 목적은 데이터 내의 유사성과 관계를 발견

하는 것이다. 몇 개의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 K-means 클러스터링

• 연관 규칙을 찾기 위한 Apriori 알고리즘

• 최근접 이웃(Nearest neighbor)

하지만 위의 방법들은 개념과 사용법을 설명할 때 보다 이해하기 쉽다. 다음 내용에서 이를 다

룰 것이다.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을 일반적인 범주로 묶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은 이 그룹이 

어떻게 묶이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K-menas 클러스터링으로 해결하기 좋은 문제

다. K-menas 클러스터링은 각각의 클러스터 요소들이 다른 클러스터 요소들보다 비슷한 것끼

리 묶어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5.4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를 가진 고객 클러

스터는 보다 가족 지향적인 구매를 하고, 아이가 없거나 청소년이 있는 고객 클러스터는 레저

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구매 형태를 보인다. 일단 고객을 클러스터 중에 하나에 할당했다면 

고객 행동의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가진 고객 클러스

터는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와인잔과 관련된 프로모션보다는 내구성이 뛰어난 유리 제품과 관

련된 프로모션에 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연관 규칙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품을 다른 제품과 함께 같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수영복은 선글라스와 얼마나 빈번히 동시에 구입되는지 알고 싶거나, <리포 맨>(Repo 

Man) 같은 컬트 무비를 구매하는 고객이 동시에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구매하는지 알고 싶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연관 규칙(혹은 추천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예다. 이를 통해 유용한 상품 

추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수영복을 구매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선탠 

로션 같은 것을 추천할 수 있다. 그림 5.5에서 이와 관련된 개념도를 설명하고 있다. 8.2절에서 

Apriori 알고리즘으로 연관 규칙을 찾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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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달러

수백 달러

대체로 사회적 거의 비슷 대채로 가족적

평
균
 구

매
 금

액
외향적인 집단

어린아이가
없는 커플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가정/가족 대 사회/여행 관련 구매 비율

그림 5.4  고객 구매 패널과 구매 액수에 다른 고객 클러스터링 개념도 예제

비키니,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슬리퍼

트렁크 수영복, 자외선 차단제

원피스 수영복, 자외선 차단제, 샌들

비키니,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원피스, 비치타올

구매의 80%는 수영복과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다.

수영복이 포함된 구매의 80%는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수영복을 사는 고객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추천을 반길 것이다.

그림 5.5  데이터에서 구매 패턴을 찾는 개념도 예제

최근접 이웃 메서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상품 추천의 또 다른 방법은 고객 내에서 유사성을 찾는 것이다(그림 5.6). 예를 들어 제인B라

는 고객에게 영화 추천을 하기 위해 그녀와 가장 비슷한 영화 대여 이력을 가진 고객을 살피는 

것이다. 어떤 영화를 그 세 명의 고객이 빌렸지만 제인B가 빌려본 적이 없다면 추천하기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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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로배우는실용데이터과학.indb   100 2017. 12. 5.   오후 5:28



코미디 1
코미디 2

다큐멘터리 1
드라마 1

코미디 2
다큐멘터리 1
다큐멘터리 2
드라마 1

코미디 2
다큐멘터리 1
다큐멘터리 2
드라마 1
드라마 2

제인B
코미디

다큐멘터리 1
드라마 1

추천
코미디 2

다큐멘터리 2
드라마 2

그림 5.6  비슷한 영화를 관람하는 패턴을 가진 고객을 통해 제인B에게 영화 추천

이때는 최근접 이웃(또는 k 최근접 이웃, k=3인)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최근접 이웃 알고리

즘은 데이터 포인트 p(고객이 미래에 구매할 내역 같은)를 예측한다. 6.3.3절에서 최근접 접근 방법

을 다룰 것이다.

5.1.4 문제와 방법 매핑하기

표 5.2는 몇 가지 전형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머신러닝 작업에 맞게 매핑시킨 표다. 또한 몇몇 일

반적인 알고리즘을 각각의 작업에 붙여놓았다.

표 5.2  문제 해결 접근법

예제 업무 머신러닝 용어 일반적인 알고리즘

스팸 메일 식별

상품 카탈로그 내 상품 정렬

채무불이행 대출 인식하기

고객을 고객 클러스터에 할당하기

분류화: 객체에 알려진 라벨 

할당하기

의사결정나무

나이브 베이즈

로지스티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AdWords 값 예측하기

대출이 채무불이행될 확률 측정

마케팅 캠페인이 구매 거래 또는 매출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예측하기

회귀: 숫자형 값 추측하거나 

추론하기

선형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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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문제 해결 접근법 (계속)

예제 업무 머신러닝 용어 일반적인 알고리즘

로지스틱 회귀

함께 구매하는 상품 찾기

같은 세션 내에서 방문하는 웹 페이지 식별

성공적인 웹 페이지와 애드워즈 조합 찾기

연관 규칙: 데이터 내에서 함께 

노출되는 객체 경향 찾기

Apriori

같은 구매 패턴 내의 고객 그룹 식별

같은 지역 또는 고객 클러스터에서 인기 있는 

상품 그룹 식별

모든 유사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뉴스 항목 

식별

클러스터링: 다른 그룹 내의 

객체보다 비슷한 객체 그룹을 

찾는 것

K-means

다른 비슷한 고객의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상품 추천하기

유사 상품의 최종 가격을 바탕으로 경매 

낙찰가 예측하기

최근접 이웃: 가장 비슷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속성 

예측하기

최근접 이웃

어떤 문제들은 표 내에 여러 번 노출되는 것을 것을 주목하라. 매핑 테이블은 엄격하지 않다. 

어떤 문제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룬 것은 전형

적인 비즈니스 문제에 접근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매핑만을 나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지만 만일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접근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변형과 데이터 표현의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Predicting vs. Forecasting

일상 언어에서 prediction과 forecasting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기술적으로는 ‘내일 비가 올 거야’

처럼 하나의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이 predict이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80%야’처럼 확률을 정하는 것

이 forecast다. 신용불량 같이 일치하지 않는 분류의 예제처럼 차이는 중요하다. 대출 채무불이행 모델

링의 예를 가정하면 전체적인 채무불이행률은 5%다. 30%의 채무불이행률을 가진 그룹을 식별하는 것

은 부정확한 prediction이지만(누가 채무불이행할지 모르며 또한 이 그룹의 대부분의 사람은 채무를 상환한다), 

잠재적으로 매우 유용한 forecast다(이 그룹의 채무불이행율은 평균의 6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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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델 평가
모델을 만들 때 첫 번째 확인해야 하는 것은 모델이 최소한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 잘 작동하

는지이다. 이번 절에서 우리는 모델 성능을 측정하는 계량적인 수단을 소개할 것이다. 평가의 

관점에서 모델 유형은 아래와 같이 그룹핑된다.

• 분류화(Classification)

• 스코어링(Scoring)

• 확률 예측(Probability estimation)

• 랭킹(Ranking)

• 클러스터링(Clustering)

대부분의 모델 평가에서 모델이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하나 혹은 둘의 요약 스코어로 계산

하길 바란다. 스코어가 높은지, 낮은지 결정하기 위해 널 모델(모델의 성능이 낮은지 알 수 있다), 베

이즈율 모델(모델의 성능이 높은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선 단일변수 모델(단순한 모델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다) 등의 몇 가지 이상적인 모델을 사용한다. 표 5.3에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했다.

표 5.3  보정을 위한 이상적 모델

이상적인 모델 사용 의도

널 모델 

(Null model)
널 모델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델이다. 두 가지 일반적인 널 모델 선택은 

하나의 상숫값을 가지는 모델(모든 상황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내는)이나 독립적인 

모델이다(입력값과 결과 간에 어떤 중요한 상호관계 없는). 널 모델은 원하는 성능의 

하한값으로써 사용한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최선의 널 모델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주화 문제에서 널 모델은 항상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를 리턴한다. 스코어 모델에서는 널 

모델은 모든 결과의 평균값을 갖는다. 아이디어는 이와 같다. 만일 널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  

널 모델이 비록 간단할지라도 알고자 하는 항목의 전체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최고의 널 모델로 동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널 모델이 모든 가능한 널 모델 중 최선의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베이즈율 모델 

(Bayes rate 
model)

베이즈율 모델(때때로 포화 모델로도 불린다)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가장 최선의 모델이다. 

베이즈율 모델은 완벽한 모델이고 알려진 사실이 다른 결과의 정확히 동일한 세트를 가진 여러 

예제가 있는 경우에만 실수를 한다. 베이즈율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항상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모델의 평가 스코어의 상한으로 사용한다. 

만일 우리가 만든 모델의 성능이 널 모델을 명백히 능가하고 베이즈율에 가깝다면 더 이상의 

튜닝 작업은 필요치 않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매우 적은 모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베이즈 에러율을 측정할 수 있다. 베이즈율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몇몇의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를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서 찾은 불일치율로 베이즈율을 

측정할 수 있다.*

* 새로운 합성 기능을 소개하고 베이즈율로 변환할 수 있는 몇 개의 머신러닝 메서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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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로배우는실용데이터과학.indb   103 2017. 12. 5.   오후 5:28



표 5.3  보정을 위한 이상적 모델 (계속)

Ideal model purpose

단일변수 모델 추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최적의 단일변수 모델로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다(6.2절에서 

단일변수 모델로 변환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훈련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단일변수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복잡한 모델의 성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효율적인 단일변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고객이 분석가라면 단일변수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는 수준을 원할 것이다.

이번 절에서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되는 표준적인 모델 품질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경우에

도 표준 모델의 품질 평가 이외에 프로젝트 스폰서와 고객과 함께 사용자 정의 ‘비즈니스 중심

의 손실 함수’를 설계하기를 제안한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각각의 결괏값에 화폐 단위를 집어

넣은 다음 모델이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찰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다. 그러면 

분류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작해보자.

5.2.1 분류 모델 평가하기

분류 모델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주를 갖는다.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기(classifier)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확도(accuracy)다. 분류기의 품질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로 소개하려

는 것은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한 도구다. 또한 혼동 

행렬을 이용하여 많은 중요한 측정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첫 번째로 논의

하고자 하는 스코어는 정확성이다. 그 후에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 같은 보다 자세하

고 나은 측정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먼저 이메일을 스팸과 스팸 아닌 메일로 분류하는 예제를 보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제로 

Spambase 데이터셋(http://mng.bz/e8Rh)이 있다. 이 데이터셋의 각각의 행은 특정 이메일을 위

해 측정된 특성 세트와 메일이 스팸(unwanted) 또는 스팸 아닌 메일(wanted)인지 여부를 알려주

는 추가 열로 되어 있다. 빨리 스팸 분류 모델을 만들어보고 결과를 측정하자. 이 작업을 위해 

github에서 Spambase/spamD.tsv(https://github.com/WinVector/zmPDSwR/tree/master/Spambase) 파

일을 다운로드한 후 예제 5.1에 따라 수행해보자. 

예제 5.1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적용하여 스팸 모델 만들기

spamD <- read.table('spamD.tsv',header=T,sep='\t')
spamTrain <- subset(spamD,spamD$rgroup>=10)
spamTest <- subset(spamD,spamD$rgroup<10)
spamVars <- setdiff(colnames(spamD),list('rgroup','s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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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Formula <- as.formula(paste('spam=="spam"',
   paste(spamVars,collapse=' + '),sep=' ~ '))
spamModel <- glm(spamFormula,family=binomial(link='logit'),data=spamTrain)
spamTrain$pred <- predict(spamModel,newdata=spamTrain,type='response')
spamTest$pred <- predict(spamModel,newdata=spamTest,type='response')
print(with(spamTest,table(y=spam,glmPred=pred>0.5)))
##           glmPred
## y          FALSE TRUE
##   non-spam   264   14
##   non-spam    22  158

간단한 스팸 분류기의 결과는 예제 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제 5.2  스팸 분류기

> sample <- spamTest[c(7,35,224,327),c('spam','pred')]
> print(sample)
         spam         pred
115      spam 0.9903246227
361      spam 0.4800498077
2300 non-spam 0.0006846551
3428 non-spam 0.0001434345

혼동 행렬

분류기 성능의 가장 흥미로운 요약 결과는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이다. 혼동 행렬은 실제 

알려진 데이터 범주에 대한 분류기의 예측을 정리한 표로, 각각의 예측 유형별로 실제 데이터

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세어볼 수 있다. 스팸 메일 예제에서 혼동 행렬은 다음 예제의 R 명령어

로 얻을 수 있다.

예제 5.3  스팸 혼동 행렬

> cM <- table(truth=spamTest$spam,prediction=spamTest$pred>0.5)
> print(cM)
         prediction
truth      FALSE TRUE
non-spam     264   14
spam           22  158

이 요약 결과를 이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다. 2×2 혼동 행렬에서 모든 셀은 표 5.4

에서 보듯이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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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로 스코어 변경하기  스코어가 0.5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하여 결정에 수치 예측 스

코어를 변환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의 스코어링 모델(로지스틱 회귀 같은)에서는 

0.5 스코어는 매우 높은 정확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확성이 항상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

다. 그리고 비균형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0.5라는 임곗값은 충분하지 않다. 0.5 이외의 임

곗값을 얻기 위해 데이터 과학자는 재현율을 위해 정밀도를 포기할 수 있다(정밀도, 재현

율에 대해서는 이 장 후반부에서 다룬다). 0.5로 시작할 수 있지만 다른 임곗값을 고려해야 

하며 ROC 곡선을 관찰해야 한다.

표 5.4  표준 2×2 혼동 행렬 

예측=부정 예측=긍정

Truth mark=NOT IN CATEGORY True negatives (TN) cM[1,1]=264 False positives (FP) cM[1,2]=14

Truth mark=IN CATEGORY False negatives (FN) cM[2,1]=22 True positives (TP) cM[2,2]=158

분류기의 성능 측정의 대부분은 혼동 행렬의 항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측정법인 정확도를 다뤄보자.

정확도

정확도(accuracy)는 분류기 성능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분류기에서 정확도는 

분류된 항목의 숫자를 전체 항목의 숫자로 나눠서 구한다. 이것으로 간단히 분류기가 정확한

지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는 분류기가 정확성을 갖기를 원한다. 혼동 행렬의 용어에 따

라 정확도는 (TP+TN) / (TP + FP + TN + FN) = (cM[1,1] + cM[2,2]) / sum(cM)이고 92%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약 8%의 에러는 스팸 필터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수치이지만 모

델 평가 기준의 종류를 설명하기에 좋은 예다.

분류 정확도는 수치 정확도와 같지 않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확도의 개념을 수치적 의미

로 사용되는 정확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ISO 5725에 따르면 숫자 값으로 된 스코

어 기반의 정확도는 수치적 신뢰도와 정밀도로 분류된다). 이 용어에는 불행히도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능 좋은 스팸 필터의 혼동 행렬을 보자. 다음 예제 5.4에서 Win-

Vector blog에서 얻은 Akimet comment 스팸 필터를 이용한 예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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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4  수기로 데이터 입력하기

> t <- as.table(matrix(data=c(288-1,17,1,13882-17),nrow=2,ncol=2))
> rownames(t) <- rownames(cM)
> colnames(t) <- colnames(cM)
> print(t)
         FALSE  TRUE
non-spam   287     1
spam        17  1386

Akismet 필터는 링크 종착지 정보를 단서로 사용하고 다른 웹 사이트로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보다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인 (t[1,1] + t[2,2]) / sum(t), 99.87%의 정확도를 보인다. 다음 절에

서 다룰 정밀도와 재현율이 이러한 차이를 정량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확도는 비균형 계급(unbalanced classes)에는 적합하지 않다  매우 드문 이벤트 상황(출산 

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을 가정해보자. 만일 이 이벤트를 매우 드문 것으로 

예견한다면(인구 대비 약 1% 정도로 가정하자), 널 모델은 매우 정확하다. 널 모델이 유용하

도록 보다 정확하려면 인구의 5%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식별하고 5% 내에 있는 모든 악

성 이벤트를 캡처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역설도 아니다. 단지 정확도는 불균형 분산이

나 불균형 비용(제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다른 비용이 있는) 같은 이벤트를 측정하는 좋은 

측정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밀도와 재현율

머신러닝 연구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평가 도구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이라 불리는 

한 쌍의 숫자 값이다. 이 용어들은 정보 검색 분야에서 유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밀

도는 분류기가 분류한 항목이 실제 클래스에 있는 비율을 뜻한다. 그래서 정밀도는 TP / (TP 
+ FP)로 구하고 위의 예제에서는 cM[2,2] / (cM[2,2] + cM[1,2]) 그래서 0.92가 된다. 다시 말해 

정밀도는 양성 표시(positive indication)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정밀도가 분류기

와 데이터셋의 조합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류기가 얼마나 정밀한지 독립

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분류기가 얼마나 정밀한지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스팸 메일 예제에서 정밀도는 93%였고 이것은 7%의 스팸으로 분류된 메일이 사실은 스

팸 메일이 아니었다.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비율이

다. 반면에 Akismet 필터는 t[2,2] / (t[2,2] + t[1,2]) = 99.99%의 매우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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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와 짝을 이루는 측정 도구는 재현율이다. 재현율은 분류기에 의해 분류된 데이터 안

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TP / (TP + FN) = 

cM[2,2] / (cM[2,2] + cM[2,1])이다. 스팸 메일 예제에서 재현율은 88%였고, Akismet 예제에서

는 99.87%였다. 두 경우 모두 대부분의 스팸 메일을 실제로 스팸으로 분류했고(매우 높은 재현

율을 보였다), 스팸 필터링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밀도는 재현율보다 중요하다.

정밀도는 확인을 위한 측정 수단이고, 재현율은 유용성에 대한 측정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요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프로젝트 스폰서와 고

객과 함께 논의하기 좋은 측정 도구다. 

F1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으로 된 유용한 도구다. 만일 정밀도나 재현율이 너무 작

으면 F1 역시 매우 작을 것이다. F1은 2 * 정밀도 * 재현율 / (정밀도 + 재현율)로 구한다. 스팸 

이메일 예제어서는 0.93의 정밀도와 0.88의 재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F1 스코어는 0.90이 된

다. 이 개념은 결국에 상호 보완적인 많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정밀도와 재

현율로 인해 F1 스코어 역시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민감도와 특이도

과학자와 의사들은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라 불리는 측정 도구 쌍을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 민감도는 참양성률(True positive rate)이라고도 하며, 리콜과 정확히 같다. 특이도는 

참음성률(True negative rate)이라고도 하며, TN / (TN + FP) = cM[1,1] / (cM[1,1] + cM[1,2]) 또는 

약 95%와 동일하다.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양성으로 분류된 분

류 요소의 비율과 음성으로 분류된 분류 요소의 비율을 의미한다. 

민감도와 특이도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과 같다. 만일 라벨을 바꾸면 민감도와 특이도를 바꾸

게 된다. 또한 널 분류기는 민감도나 특이도는 항상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용하지 않은 분류

기에서는 이 두 측정 도구 중 적어도 하나의 값이 항상 매우 낮은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정밀도와 정확도와는 달리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표 5.4에 1개의 행으로부터 각각 1개

의 요소만 포함한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와 독립적이다(이 의미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어떤 애플

리케이션에서는 유용하나 다른 것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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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분류 성능 측정

표 5.5는 스팸 메일 예제와 Akismet 예제의 두 가지에 대해 앞서 다룬 일반적인 측정 도구 기

반으로 요약한 내용이다. 

표 5.5  분류기 성능 측정 예

측정 도구 수식 스팸 메일 예제 Akismet 스팸 예제

정확도 (TP+TN)/(TP+FP+TN+FN) 0.9214 0.9987

정밀도 TP/(TP+FP) 0.9187 0.9999

재현율 TP/(TP+FN) 0.8778 0.9988

민감도 TP/(TP+FN) 0.8778 0.9988

특정률 TN/(TN+FP) 0.9496 0.9965

여기에 있는 모든 수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 

5.4에 있는 여러 개의 셀에 대해 음영을 표시하는 것이다. 만일 열 안에 분모 셀이 음영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얼마나 분류기의 판별이 정확한지) 확정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다. 만일 행 안에 분

모 셀이 음영되어 있다면 (분류기의 의해 감지된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다.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러한 표준 스코어를 사용하여 고객과 스폰서와 함께 비즈니스 요구

에 따른 가장 중요한 모델을 찾는 것이다. 각각의 스코어를 고객에게 요청하고 만일 고객이 요

구하는 스코어가 더 높을 때 고객과 함께 확인을 위한 실험을 한 후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했는

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 도구들로 하한치를 설정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해

야 한다. 표 5.6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각각의 측정 방법에 따른 질문들에 대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표 5.6  비즈니스 스토리를 측정하는 분류기 성능

측정 도구 일반적인 비즈니스 목표 추가 질문

정확도 우리는 대부분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5%의 오류를 감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용자들은 

스팸이 아닌데 스팸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스팸인데 

스팸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동등한 오류로 

간주할까?

정밀도 스팸으로 인지된 메일의 대부분은 

스팸이어야 한다.

즉, 스팸 폴더 안에 있는 메일의 대부분이 실제로 

스팸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정상적인 이메일이 

손실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쉽게 

스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많은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속일 수 있다. 좋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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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비즈니스 스토리를 측정하는 분류기 성능 (계속)

측정 도구 일반적인 비즈니스 목표 추가 질문

재현율 사용자가 보는 스팸의 양을 10배 정도 

줄이고 싶다(90%의 스팸을 제거).

만일 스팸의 10%가 통과된다면 사용자는 대부분의 

스팸이나 스팸 아닌 메일을 확인하는지?

이 결과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충분할까?

민감도 우리는 많은 스팸을 제거하고 원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 이익이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1% 정도까지 스팸을 줄일 수 있다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충분할까?

특이도 정상적인 메일의 최소한 99.9%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0.1%의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팸 폴더로 정상적인 메일이 가는 경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스팸 폴더의 메일을 유지해야 할까?

스팸 메일에 대한 이 대화 과정을 통해 최소한 0.999의 특정률을 유지하면서, 민감도를 극대화

시키는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5.2.2 스코어링 모델 평가하기

스코어가 할당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시각적인 작업이다. 주 개념은 잔차(rediduals)라고 

하는 예측치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림 5.7에서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제 5.5  잔차 그래프로 표현하기

d <- data.frame(y=(1:10)^2,x=1:10)
model <- lm(y~x,data=d)
d$prediction <- predict(model,newdata=d)
library('ggplot2')
ggplot(data=d) + geom_point(aes(x=x,y=y)) +
    geom_line(aes(x=x,y=prediction),color='blue') +
    geom_segment(aes(x=x,y=prediction,yend=y,xend=x)) +
    scale_y_continuous('')

평균 제곱근 오차

가장 일반적인 적합도 측정 도구는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다. RMSE는 우

리의 예측치와 실젯값 사이의 차이를 제곱하고 이에 평균값을 구한 후 다시 제곱근을 적용해

서 구한다. 이것은 표준오차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스팸 메일 예제에서 RMSE는 

sqrt(mean((d$prediction-d$y)̂ 2))로 구할 수 있고 값은 7.27이다. RMSE의 단위는 y축의 단위와 

동일해야 한다. 만일 y축의 단위가 파운드면 RMSE도 역시 파운드여야 한다. RMSE는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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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잔차 스코어 표현하기 

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좋은 측정 도구다. 좋은 RMSE 비즈니스 

목표는 ‘우리는 계좌당 1,000달러 미만으로 계좌의 가치를 RMSE하고 싶다’는 식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RMSE 계산은 샘플의 크기나 모델 복잡도에 어떤 편향 보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러나 7장에서 조정된 RMSE를 다룬다.)

R 스퀘어드

또 다른 적합을 측정하는 도구는 R 스퀘어드다(R2로 표기하기도 하고 결정계수라고 하기도 한다). 

R 스퀘어드는 1 – (모델 내 비설명 변수 분산)으로 구한다. 우리의 경우에 R 스퀘어드는 1- 

sum((d$prediction-d$y)̂ 2)/sum((mean(d$y)- d$y)̂ 2)으로 구하고 값은 0.95이다.

R 스퀘어드는 면적이 없고 가능한 최고의 R 스퀘어드 값은 1.0이다(R 스퀘어드 값이 0에 가깝거나 

음숫값이면 매우 좋지 않다). R 스퀘어드는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y 분산의 비율로 간주된다. 선

형 회귀에서 이 값은 매우 명백하다. 어떤 다른 모델(로지스틱 회귀 같은)은 편차를 이용하여 가

상 R 스퀘어드라 불리는 유사한 값을 리포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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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R 스퀘어드는 상관의 제곱과 동일하다(피어슨 상관계수 http://mng.bz/ndYf 

참조). R 스퀘어드는 RMSE에 데이터의 몇 가지 요소를 더한 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그래서 R 스

퀘어드는 RMSE의 정규화 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좋은 R 스퀘어드 비즈니스 목표는 ‘우리는 모델

이 계좌의 값을 70% 설명하기를 원한다’ 같은 것이다. 

그러나 R 스퀘어드가 항상 비즈니스 지향적인 계량 도구는 아니다. 예를 들어 RMSE의 10% 

감소가 무엇인지 Netflix prize와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랭킹 에러의 수와 추천 다

양성의 양을 실제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이익과 연관 지을 수 있다.1

상관

상관(correlation)은 변수가 모델에서 잠재적으로 유용한지 확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상관

이라는 이름이 붙는 계산법은 피어슨, 스피어만 그리고 캔달 등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피어

슨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랭크나 순서 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리고 켄달 상관계수는 투표 일치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각각의 상관계수

는 이전보다 점점 직접적인 변화를 하도록 발전하고 있고 직접 유의성 테스트에 사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help(cor.test) 참조).

운영 환경의 모델 평가에 상관을 사용하지 마라  상관을 모델 품질 측정에 사용하는 경향

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이다. 상관은 요소

의 위치 이동과 척도를 무시한다. 그래서 상관은 예측기가 어떤 위치 이동이나 척도 조

정이 있는 경우에 우수한 예측기로 계산한다. 이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운영 환경에서 모델이 사용될 때 구조적인 문제를 감출 수 있게 된다.

절대 오차(Absolute Error)

많은 애플리케이션(특히 금융 예측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오차(sum(abs(d$prediction-d$y))), 

평균절대오차(sum(abs(d$prediction-d$y))/length(d$y)) 그리고 상대 절대 오차 (sum(abs(d$prediction- 

d$y))/sum(abs(d$y))) 같은 것을 측정한다. 이런 값을 확인하고 리포트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프

로젝트 목표로 이것을 설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최적화하려는 시도는 대개의 경우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 오차가 (대부분의 제곱 오차가 그렇듯) ‘정확하게 값을 합하거나 타당하게 

값을 모으지 않기’ 때문이다. 

1　https://en.wikipedia.org/wiki/Netflix_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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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광고 회사에 0달러, 0달러, 그리고 25달러 구매 시 돌려주는 세 가지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우리 모델링 업무는 원래 세계 가격에서 그리 차이 나지 않는 단일 요약 값을 

구하는 간단한 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절대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가격은 중간값이고 이것은 0

이다. 총액의 절대 오찻값을 구하면 sum(abs(c(0,0,25)-20))= $25이다.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격은 평균이며 이는 8.33달러다(이 경우 최악의 절대 오찻값 33.33달러를 갖게 된다). 어쨌건 중간

값 0달러는 모든 캠페인이 0달러라는 잘못된 값을 이끌어내게 된다. 평균의 한 가지 큰 장점은 

이것이다. 평균 예측을 합하는 것은 문제에서 편향된 예측을 합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종종 

언급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합계나 예측 양의 총계가 알려지지 않은 값의 총계와 근

사한 값이다. 금전 응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총합을 예측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때로

는 개개의 값이 정확한 것보다 중요하다. 사실 가장 통계적인 모델링 테크닉은 회귀로 설계되

고, 이것은 평균이나 예측값의 편향된 예측이다.

5.2.3 확률 모델 평가하기

확률 모델은 분류와 스코어링 업무에 유용하다. 확률 모델은 요소가 주어진 분류에 속해 있는

지 확인하고 분류에 속하는 확률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다. 로지스틱 회귀와 의사결정나무 모

델링은 우수한 확률 예측을 제공하는 매우 유명한 모델링 기법이다. 앞서 5.2.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모델은 최종적인 결정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추정 확률의 관점에서 요소를 평

가할 수 있다. 5.2.1절의 예제에서 연관 지어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확률 모델

의 대부분의 평가는 매우 기술적이고 동일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다른 모델의 품질을 비교하기

에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정확하게 기업에 요구에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 그래

서 확률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프로젝트 스폰서나 고객과 같이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확률 모델을 고려할 때 이중 밀도 플롯(double density plot)을 만드

는 것이 유용하다.

예제 5.6  이중 밀도 플롯 만들기

ggplot(data=spamTest) +
    geom_density(aes(x=pred,color=spam,linetype=spam))

그림 5.8은 구분자의 임계치를 구하고 설명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또한 추정된 확률 모델을 

평가할 때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분류 안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높은 스코어

를 갖고 있고, 분류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은 대부분 낮은 스코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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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스코어의 분산은 알려진 분류에 의해 분해된다.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curve, ROC 곡선)은 이중 밀도 함수 플롯

의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 다른 구분기를 위해 긍정과 부정의 결정 간에 다른 임계치를 

얻을 수 있어 참 인식률(true positive rate)과 거짓 인식률(false positive rate)을 모두 플롯으로 그릴 

수 있다. 이 곡선은 분류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민감도와 특정률 간의 모든 가능한 트레이

드 오프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 예제 5.7을 통해서 그림 5.9에 있는 ROC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예제의 마지막 줄에서 곡선 밑 면적(area under curve, AUC)을 계산한다. AUC 값이 1.0이 

되면 완벽한 분류기이고, 0.5가 되면 랜덤 추측보다 못한 성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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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7  수신자 조작 곡선 플롯 그리기

library('ROCR')
eval <- prediction(spamTest$pred,spamTest$spam)
plot(performance(eval,"tpr","fpr"))
print(attributes(performance(eval,'auc'))$y.values[[1]])
[1] 0.966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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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스팸 이메일 예제의 ROC 곡선

우리는 AUC에 대해 열렬한 추종자는 아니다. AUC에서 해석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http://

mng.bz/Zugx 참조), 비즈니스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2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고객과 함께 일할 때 ROC 곡선과 관련된 작업은 가능한 프로젝트 목표

의 균형을 찾기 위해 좋은 방법이다. 

2　D. J. Hand, ‘Measuring classifier performance: a coherent alternative to the area under the ROC curve,’ Machine Learning, 
2009, 77(1), pp. 103-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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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우도

추정된 확률의 중요한 평가는 로그 우도(Log likelihood)가 있다. 로그 우도는 각각의 예에 할당된 

확률 곱의 로그다.3 스팸 이메일 예제에서 추정된 스팸의 우도는 0.9다. 로그 우도는 log(0.9)로 

구한다. 스팸 아닌 메일의 경우 같은 스코어인 0.9이고, 로그 우도는 log(1-0.9)로 구한다.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만일 모델이 좋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면 데이터는 모델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에제 5.8에서 어떻게 우리 예제의 로그 우도를 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예제 5.8  로그 우도 계산하기

> sum(ifelse(spamTest$spam=='spam',
    log(spamTest$pred),
    log(1-spamTest$pred)))
[1] -134.9478
> sum(ifelse(spamTest$spam=='spam',
    log(spamTest$pred),
    log(1-spamTest$pred)))/dim(spamTest)[[1]]
[1] -0.2946458

위의 계산에서 나온 첫 번째 값(-134.9478)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그 우도다. 이 숫자 값은 

항상 음숫값이고 0에 가까울수록 좋다. 두 번째 식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에 따라 재조정된 

로그 우도인데 데이터 포인트별로 대략적인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 경우에 괜찮은 

널 모델은 항상 180/458의 확률값을 주는 것으로 정한다(알려진 스팸 메일 개수 / 전체 이메일 개

수를 스팸이 발생할 수 있는 최선의 추정치로 한다). 다음 예제에서 널 모델의 로그 우도를 구할 수 

있다. 

예제 5.9  널 모델의 로그 우도 계산하기

> pNull <- sum(ifelse(spamTest$spam=='spam',1,0))/dim(spamTest)[[1]]
> sum(ifelse(spamTest$spam=='spam',1,0))*log(pNull) +
     sum(ifelse(spamTest$spam=='spam',0,1))*log(1-pNull)
[1] -306.8952

스팸 모델의 로그 우도는 -134.9478이므로 널 모델의 로그 우도인 -306.8952보다 훨씬 우수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전통적인 로그 우도의 계산법은 각각의 예에 할당된 모델 확률의 로그의 합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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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확률 모델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은 편차(deviance)이다. 편차는 -2 * (로

그 우도 - S)로 정의되는데, S는 기술적인 상숫값으로 포화 모델(saturated model)의 로그 우도

다. 잔차의 분포가 낮아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포화 모델은 항목

이 클래스에 있으면 1을 리턴하고, 없으면 0을 리턴하는(S=0) 완벽한 모델이다. 가장 관심 있

는 부분은 널 분포와 모델 분포 간의 차이 같은 편차의 차이다. 우리 예제의 경우 차이는 -2 *  

(-306.8952 – S) – 2 * (-134.9478 – S) = 344.9이다. S=0으로 하면 편차는 의사 R 제곱으로 계

산하여 사용된다(http://mng.bz/j338 참조). 널 편차의 경우 얼마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설

명하고, 모델의 편차의 경우 얼마나 모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남았는가를 고려한다. 그래

서 우리 경우에 의사 R 제곱은 1 - ( -2 * ( -134.9478 – S)) / ( -2 * ( -306.8952 - S)) = 0.56인데 

나쁘지 않은 값이지만 만족할 만큼 좋은 수치는 아니다.

AIC

중요한 편차의 이형(variant)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이다. 이 수치는 ‘편차 + 2 *  파라

미터 개수’로 구하며 모델에서 예측을 위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AIC는 모델 복잡성의 편

차에 대한 변점 편차로 사용된다. 좋은 기법은 베이지안이 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즉, 

AIC 대신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여 모델 복잡성의(2*파라미터 개수 대신 2*2^엔

트로피) 경험적인 추정치를 벌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AIC는 모델을 비교할 때 다른 복잡성

을 측정하는 방법과 레벨의 수가 다른 변수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4

엔트로피 

엔트로피(entropy)는 놀라운 매우 기술적인 정보 측정 수단이다. bits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측

정한다. 만일 p가 각각의 가능한 결괏값의 확률을 가진 벡터라면 결괏값의 엔트로피는 sum(-

p*log(p,2))으로 계산할 수 있다(0*log(0) = 0의 방식으로). 엔트로피로 측정한 값은 놀라운데, 모

델의 조건부 엔트로피(conditional entropy)는 엔트로피 값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조건부 엔트로피

는 다른 분류에서 얼마나 좋은 예측치를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빈번히 예측하는 것이 완화되

는지 알 수 있는 측정 도구다. 혼동 행렬 cM의 관점에서 엔트로피 값과 조건부 엔트로피 값을 

예제 5.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　모델의 품질과 모델의 복잡성을 엄밀하게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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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10  엔트로피와 조건부 엔트로피 값 계산하기

> entropy <- function(x) { 
    xpos <- x[x>0]
    scaled <- xpos/sum(xpos)
    sum(-scaled*log(scaled,2))
}
> print(entropy(table(spamTest$spam)))  
[1] 0.9667165
> conditionalEntropy <- function(t) {  
    (sum(t[,1])*entropy(t[,1]) + sum(t[,2])*entropy(t[,2]))/sum(t)
}
> print(conditionalEntropy(cM))  
[1] 0.3971897 

초기 엔트로피가 표본당 0.9667비트라는 것을 보았다(놀라운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 조건 엔트로

피는 표본당 0.397비트다.

5.2.4 랭킹 모델 평가하기

랭킹 모델은 랭크에 따라 행의 순서를 정렬한 모델이다. 랭킹 모델은 많은 경우 예제 그룹을 쌍

대결정(pair-wise decisions, a는 b에 선행한다)으로 변환하여 훈련된다. 그런 후에 랭킹 함수의 품

질을 정량화하기 위한 평가 기준자로 사용할 수 있다. 랭킹 모델을 측정하는 2개의 표준 도구

는 스피어만 랭크 상관계수와 리프트(lift)라는 데이터 마이닝 개념에서 온 도구가 있다(순서 정렬

로 랭킹을 다룬다. http://mng.bz/1LBl 참조). 랭킹 평가는 비지니스 지향적인 애드혹 메서드에서 잘 

다룰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5.2.5 클러스터 모델 평가하기

클러스터 모델은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다. 클러스터는 요소를 모델링 절차

에 의해 할당할 뿐 설명을 위한 예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는 주로 클러스터에 대한 관찰 

가능한 요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0개의 랜덤한 점을 평면 위에 지

정하고 5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분류를 평가해보자. 다음 예제에서 예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K-means 기반의 클러스터로 분석했다.

결과 개수의 리스트로부터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한다.

스팸의 분산에 따라 조건부 엔트로피와  
잔여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예측치를 제공한다.

스팸과 스팸 아닌 메일의 
분산으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한다. 스팸 분산의 조건부 엔트로피나 

잔여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함수가 예측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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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11  평면 위의 랜덤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기

set.seed(32297)
d <- data.frame(x=runif(100),y=runif(100))
clus <- kmeans(d,centers=5)
d$cluster <- clus$cluster

우리 예제는 이차원이기 때문에 시각화하기 쉽다. 그래서 다음 명령어를 통해 그림 5.10을 생

성했다. 이 그림으로 클러스터 품질을 감안할 때 참조할 수 있다.

예제 5.12  클러스터 플롯 생성하기

library('ggplot2'); library('grDevices')
h <- do.call(rbind,
  lapply(unique(clus$cluster),
    function(c) { f <- subset(d,cluster==c); f[chull(f),]}))
ggplot() +
  geom_text(data=d,aes(label=cluster,x=x,y=y,
    color=cluster),size=3) +
  geom_polygon(data=h,aes(x=x,y=y,group=cluster,fill=as.factor(cluster)),
    alpha=0.4,linetype=0) +
  theme(legend.position = "none")

첫 번째 정량 메트릭스(qualitative metrics)는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의 클러스터 안의 요소의 수를 보여준다. table 명령어로 이것을 빨리 계산해볼 수 있다.

예제 5.13  각각의 클러스터의 크기 계산하기

> table(d$cluster)

 1  2  3  4  5
10 27 18 17 28

5개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고 각 클러스터는 10에서 28까지의 점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머리카락 클러스터(hair cluster, 매우 작은 점을 가진 클러스터)과 낭비 클러스터(waste cluster, 매우 많은 

점을 가진 클러스터) 두 가지 유형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은 대체로 필요 없는데 머리카락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예제이며, 낭비 클러스터의 요소는 거의 공통성이 없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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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내의 거리 대 클러스터 간의 거리

클러스터의 이상적인 기능은 거리 개념이 어떠하든 임의로 정의하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동일 클러스터 내의 두 요소 간의 일반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제 5.14에서는 이 거리를 계산한 표를 만드는 법을 설명했다.

예제 5.14  클러스터 내의 모든 요소 쌍 간의 일반적 거리 계산하기

> library('reshape2')
> n <- dim(d)[[1]]
> pairs <- data.frame(
  ca = as.vector(outer(1:n,1:n,function(a,b) d[a,'cluster'])),
  cb = as.vector(outer(1:n,1:n,function(a,b) d[b,'cluster'])),
  dist = as.vector(outer(1:n,1:n,function(a,b)
          sqrt((d[a,'x']-d[b,'x'])^2 + (d[a,'y']-d[b,'y'])^2)))
  )
> dcast(pairs,ca~cb,value.var='dist',mean)
  ca         1         2         3         4         5
1  1 0.1478480 0.6524103 0.3780785 0.4404508 0.7544134
2  2 0.6524103 0.2794181 0.5551967 0.4990632 0.5165320
3  3 0.3780785 0.5551967 0.2031272 0.6122986 0.4656730
4  4 0.4404508 0.4990632 0.6122986 0.2048268 0.8365336
5  5 0.7544134 0.5165320 0.4656730 0.8365336 0.2221314

결과 표는 한 클러스터 내에서 한 점과 다른 점 사이의 평균 거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3번 

클러스터 안에 점 간의 평균 거리는 표에 3열 3행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값은 0.2031272다. 우리

가 확인해야 할 것은 클러스터 내의 거리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보다 작다는 것이다.

클러스터를 분류화나 스코어처럼 다루기

거리 메트릭스(distance metrics)는 클러스터 알고리즘의 성능을 점검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비즈

니스 요구에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스폰서나 고객과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을 공

유할 때는 클러스터에 관련된 작업을 분류화처럼 다루기를 권고한다. 각각의 클러스터 라벨에 

클러스터에 결과변수를 할당하라(예를 들어 클러스터 내의 모든 이메일은 스팸/비스팸으로, 클러스터 

내의 모든 계좌에는 클러스터별 평균 이익을 라벨로 표시하라). 그럼 다음 분류기나 스코어링 모델 평

가를 하는 방법을 클러스터의 값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라. 이 개념은 열(column)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차원 중 하나로 사용되지 않을 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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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클러스터 예제

5.3 모델 검증하기
앞에서 모델링 기법을 선택하는 법과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이번에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모델 검증에 대해 다루겠다. 과연 트레이닝 데이터로 테

스트한 모델이 운영에서도 비슷한 품질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

을 테스트하는 것을 모델 검증(model validation)이라 한다. 다음의 절에서 모델 검증에 있어 확인

해야 할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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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일반적인 모델 문제 확인하기

표 5.7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몇 가지 일반적인 모델링 문제점을 열거했다.

표 5.7  일반적인 모델의 문제점 

문제점 설명

편향(Bias) 모델에서의 구조적 문제, 항상 과소 예측되는 경우

분산(Variance) 예상치와 실젯값 사이의 원하지 않는 괴리(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훈련 데이터의 

과민(oversensitivity)이 훈련 데이터의 분산에 작은 변화를 야기하여 종종 발생한다.

과적합(Overfit) 훈련 데이터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델의 기능. 일반적인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과적합은 대체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정규화나 배깅(bagging)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유의하지 않음 

(Nonsignificance)
모델에 모집단에서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주거나, 관계가 없는데 

좋은 예측을 보여줄 때

과적합

많은 모델링 문제들은 과적합(overfit)과 관련 있다. 모델 진단에서 과적합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다. 과적합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

터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데이터에서 모델 예측 오류는 일반화 오류(generalization error)라고 한다. 

트레이닝 과정 중의 오류는 대체로 일반화 오류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일반화 

오류와 트레이닝 과정 중의 오류는 비슷해야만 한다. 만일 일반화 오류가 크다면 모델이 아마

도 과적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화 규칙이나 패턴 대신 트레이닝 데이터의 규칙과 패턴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선호하는 단순한 모델의 과적합을 피하고 제대로 된 일반화를 원

한다.5 이 절에서 단지 모델만을 평가하지 않고 데이터와 작업 절차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다. 

그림 5.11은 합리적인 모델과 과적합된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과적합된 모델은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좋지 못하다. 첫째로 과적합 

모델은 다른 유용한 어떤 모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그림 5.11의 과적합된 부분의 

움직임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x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적합된 

모델은 트레이닝 상황보다 운영 상황에서 낮은 정확성을 갖는다. 

5　정규화와 배깅을 포함한 과적합을 방지하는 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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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적합화된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략 비슷한

정도의 오류를 보인다.

과적합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암기’했기 때문에 새 데이터에서

더 큰 오류를 만든다.

회색 곡선은
모델의 예측
나타낸다.

트레이닝 데이터

새 데이터

그림 5.11  과적합 개념도 

5.3.2 모델 건전성 정량화

모델이 얼마나 건전한지 정량화하여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직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평가

하는 것은 편향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데이터가 구축된 방향에 따른 좋은 측면만 보

게 된다. 또한 모델 성능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능 측정의 평가만 제공할 뿐이다. 모델 생산 

및 측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편차와 향후 데이터에서 모델이 얼마나 잘 수행되는

지에 대한 좋은 특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빈도학파로서 이러한 질문을 우려한다. 

이러한 질문이 근본적으로 빈도주의자의 관심 영역이라 생각한다. 빈도주의자들의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모델 동작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통계적 개념

은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질문을 유의성(significance)에 가까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용어를 오용했

다.6 이 절에서 몇 가지 테스트 절차에 대해 다루지만 구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의 후

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6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유의성 테스트다. 원래의 비즈니스 목표를 설명하는 방법과 연결해서 테스트 전략을 원래의 비

즈니스 목표에 대해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연결하기 위해 작은 단계로 파생시킨다. 

7　Bradley Efron, ‘Controversies In The Foundation Of Statistics,’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1978, 85 (4), pp. 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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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주의자와 베이지언의 추론

에프론(Efron)7에 따르면 통계 추론에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기본적인 철학이 있다. 그것은 빈도주의

자와 베이즈주의자다. 빈도주의자들의 추론에서는 추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미지의 고정된 수량이 있다

고 가정한다.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한 빈도주의자들의 추론은 다른 가능한 데이터셋(추정치의 분포를 얻

을 수 있는)이 제안된 변화점의 추정치다.

베이즈 추론은 추정되는 미지의 수량이 사전 분포라는 것에 의해 모델링된 그럴듯한 값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베이즈 추론은 그럴 때 미지수를 위한 사후 분포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를 사용

한다. 베이즈 추론은 빈도 추론보다 새롭고 보다 어렵다는 우월 의식이 존재한다. 베이지안 방법이 빈도

파의 방법보다 명시적으로 매개변수와 데이터의 공통 특성을 모델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빈

도파의 방법은 훨씩 간편하고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추론 프레임워크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비즈니스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

이 있다. 만일 모델링되는 미지수의 가능한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베이지안 프레임

워크 위에서 동작하게 된다(http://mng.bz/eHGj 참고).

5.3.3 모델 품질 보증

과학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기준은 항상 결론이 데이터 및 절차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공유

하는 것이다. 절대로 모델과 품질 통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 모델링 절차와 데이터의 변화와 관

련된 통계 분포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90%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닌 추가

적인 실험을 한 후에 ‘홀드 아웃 데이터에 대해서 85%의 정확성이 관측됩니다’라는 식으로 말

해야 한다. 또는 ‘전체 데이터의 5%에서 최소 80%의 정확성이 관측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이 좀 더 낫다. 이런 식의 분포에 대한 서술은 모델링 기능 및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 여부를 알

려준다. 

홀드 아웃 데이터 기반 테스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 측정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선의 데이터가 

아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상향 측정 편향 때문이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는 모델

의 성능이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표준 절차

에는 모델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트레이닝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 이 효과를 감소시키는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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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이 있다.8

이 책을 통해 입증하려는 낙관적인 방향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를 테스트와 트레이닝으로 나누는 것이다. 트레이닝 데이터만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고 가능한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가 종종 

데이터를 트레이닝, 교정,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의 비밀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k-fold 교차 검증

홀드 아웃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성능 측정을 특정 관점에서만 제공 가능하

다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론 우리가 만든 모델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미래 성능 측정 및 

데이터의 전형적인 변화와 트레이닝 절차의 평가의 분포 추정 모두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알맞은 방법으로 k-fold 교차 검증과 경험적 리샘플링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방법

이 있다.

k-fold 교차 검증의 근본 아이디어는 가능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서브셋에서 모델의 구축을 반

복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동안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로만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가시적

인 미래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하려는 시도와 같다. 교차 검증을 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모델 구축을 수동적인 단계에 의존하지 않고 R 언어의 스크립트처럼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데이터 과학

와 전통적인 통계 방법 간의 차이 중 하나다. 6.2.3절에서 k-fold 교차 검증을 자동화하는 예제

를 다룰 것이다.

유의성 테스트

통계학자는 유의성 테스트라 불리는 교차 검증에 관련된 강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유

의성은 p 밸류라고도 불린다. 

유의성 테스트의 근본 아이디어는 만일 우리 모델의 성능이 귀무가설과 같지 않다면 좋은 것

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표준적인 주문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

미는 모델의 측정된 성능이 널 모델과 같지 않다는 뜻이다. 널 모델은 항상 간단한 형태로 되

8　‘The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Data,’ Alon Halevy, Peter Norvig, and Fernando Pereira, IEEE Intelligent Systems,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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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데, 이것은 모델의 관계를 연관 지으려고 할 때 2개의 효과는 독립적이거나, 효과의 강

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변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변수에 집이 얼마에 팔리는지 예측하는 모델을 트레이닝한다고 가정해보자. 

모델의 예측이 이웃집의 평균적인 판매 가격(널 모델)으로 간단하게 추정하는 것보다 낫기를 

원할 것이다. 새로운 모델은 err.model이라 불리는 특정 평균 가격으로 주어진 집의 판매가를 

잘못 예측할 수 있다. 널 모델 역시 err.null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가격으로 예측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D = (err.null – err.model) == 0이면 새로운 모델은 널 모델과 동일하게 동작하

는 것이다.

집들의 테스트셋으로 모델을 평가할 때 D = (err.null – err.mode) > 0 크기를 원할 것이다(새로

운 모델이 보다 정확하다는 의미). 이 경우 이 긍정적인 결과가 단지 우연이 아닌 진짜라고 확신하

길 원할 것이다. p 밸류는 만일 2개의 모델이 동일한 일을 수행할 때 관찰되는 D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한 확률이다. 

우리가 권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델과 데이터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자주 찾든지 간에 p 

밸류를 항상 측정치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낮은 p 밸류는 감지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의 확률 

측정 도구로써 효과적이다(http://mng.bz/A3G1 참고). 또한 모든 모델링 결과를 ‘거짓 양성(false 

positive)’으로서 p 밸류를 생각할 때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p 밸류(또는 유의성)를 작게하는 것이 

필요하다(0.05 미만 정도).

유의성이나 p 밸류를 계산하는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은 스튜던트 t 테스트 또는 f 검정에 의한 

것이다. 분류기에서는 fister.test( )라 부르는 혼동 행렬 기반의 훌륭한 유의성 테스트 방법이 있

다. 이 테스트들은 몇 가지 추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데이터와 모델링 프로시저에 따라 적합할 

수도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나쁜 모델링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은 순열 

테스트(permutation test)이다. 이것은 입력변수를 예제 중에서 교체할 때 사용한다. 이 경우 모델

링 기능과 예측하기 위한 수량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우리의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모

델링 기능과 결과는 다른 예제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교체된 프로시저의 

결괏값은 널 모델보다는 훨씬 나은 점이 있다. 만일 우리의 실질적인 모델이 교체된 모델의 모

집단보다 훨씬 낫지 못하다면 실질 모델을 의심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널 모델의 분포를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간주해야 한다. 6.2.3절의 코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재분류할 때마다 매

번 y 값을 교체하도록 수정하여 대략적인 순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또는 패키지를 이용하여 

순열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http://mng.bz/SvyB 예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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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빈도주의자에게  중요하면서도 매우 기술적인 통계적 개념이 신뢰구간이다.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설명하자면 95%의 신뢰구간은 미지의 값을 95%의 확률로 참 값으로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의미가 미지의 참 값이 구간 안에 95%의 확률로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뢰구간

에 대한 베이즈주의자의 대안은 신용구간(credible intervals)이다(이해하기 쉽지만 사전 분포를 도입해 

야 함).

통계적 용어 사용

통계학 분야는 대부분의 시간을 모델 수정과 건전성의 이슈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선순위 때문에 통계학자들은 종종 모델 성능과 건전성을 전통적인 통계 용어로 점검하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들은 필수적으로 수많은 통계와 무관한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해

야만 한다. 그래서 테스트 적용에 대한 이유에 대해 명식적으로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야 한다. 

하나의 분야에 대한 용어가 여러 학문이 서로 융합하는 대화에서는 완전하게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5.4 요약
여러 개의 모델링 기법 중에서 몇 가지 견고한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과학 

작업의 품질을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 이 책의 2부의 나머지 장에서는 효과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6장에서 우리는 트레이닝 데

이터의 일부를 기억하고 요약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  항상 데이터 탐색을 먼저하고, 몇 가치 측정 목표를 설계하기 전에 모델링을 시작하지 마라.

▪  모델의 영향과(다양한 메트릭스 위의 성능) 건전성(과적합 같은 것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모델 같은 것)

으로 모델 테스트 항목을 나눠라.

▪  최종 테스트를 위한 모델링 작업을 위해 데이터의 일부분을 남겨둬라.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

이닝과 보정을 위해 세부 분류하고 다양한 모델링 인자 값으로 최적의 값을 측정하라.

▪  마음 속에 다양한 모델 메트릭스를 두고 비즈니스 목표를 위한 최고의 모델을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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