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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현대 사회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려면 서
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면,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측만 할 수 있다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과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말 그대로 통계학과 전산학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밝혀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라면, 마
케팅 데이터를 이용하여 향후의 광고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이 책은 R 언어를 이용한 데이터 파악, 시각화, 그리고 실제 마케팅 분석
사례를 통해 데이터 과학자의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Python의
기계 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및 여러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물론,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통계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
지만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간다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잠시나마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 데이터 과학자를 단순히 엔
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 우리가 사용하
는 정보가 세상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면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 부디 데이터 과학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유용한 책이 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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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감사의 글

먼저, 이 책을 번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다
소 내용이 어려웠지만, 번역을 하면서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관해서 역자
자신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책 출간에 관여하신 많은 분께도 감사드린다. 특
히, 이 책의 교정과 편집, 그리고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신 장성두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이 책의 출간에 앞서 기
쁨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오랜만에 등산을 다녀오려고 한다!

일본 동경에서
역자 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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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리더
후기

강미희

현재 IT 관련 종사자들의 주 관심사인 빅 데이터, 그 빅 데이터를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자
의 업무와 데이터 과학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업무 기술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입문서입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게 된 시대적 배경부터 데이터 분석의 역사,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스킬과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비즈니스 성과 등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갈 수 있어서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는 이들이 한번쯤 읽어보면 좋으리라 생각합
니다.
김용욱(GDG Korea Android)

많은 사람이 데이터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개발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한
다고 하고, 운영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마케팅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말들은 넘쳐나는데,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차에 이 책의 베타리딩을 통해 데이터 과학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무
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회린(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재학)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데이터 처리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
다. 이번 베타리딩을 통해서는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
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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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ITFlow)

데이터 과학자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는 초급 인프라 엔지니어입니다. 빅 데이터
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데
이터 과학자가 되려면?’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잘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현(프리랜서)

빅 데이터에 관한 여러 책을 보며 ‘정형화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 뭘 얻을 수 있
을까?’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책에 소개된 다양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
석해 내는 것을 보면서 달라졌습니다. R 언어 또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알
게 되었고요. 이 책과 함께 통계 기법을 같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최상호(MortzBeat)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빅 데이터이고, 이에 따라 빅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
자의 인기 또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 책은 일본 최대 SNS인 믹시(Mixi)를 사례로 들어 데
이터 과학자로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간단한 예
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영역 또한 다루고
있어 시야가 한층 넓어진 것 같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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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I

권두
기획
스킬 세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빅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

데이터 과학자의
업무 기술
데이터 과학자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라고들 말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및 기술적인
스킬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엔지니어 및 비즈니스 종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키
우기 위해 데이터 과학자를 고려한 경우, 실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현 상
황이다. 본 권두 기획에서는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게 된 시대적 배경부터 데이터 분석의 역사,
필요한 스킬들을 기초 지식으로서 소개한다. 그리고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서 항상 염두에 둬
야 할 비즈니스 성과와 빅 데이터를 지탱하는 인프라의 기초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 기획을 통해
서 우선 무엇부터 배우면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파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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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스토리를 말하게 해볼까?

데이터 과학자에 필요한 스킬
비즈니스 성과를 의식한 분석 방법

데이터 과학자의 프로세스
데이터 핸들링을 위한

“빅 데이터 인프라” 입문
스킬의 표준화와 캐리어 형성을 위한

데이터 과학자 협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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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스토리를 말하게 해볼까?

데이터 과학자에 필요한 스킬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종이 요구된 배경에는 기업에게 ‘빅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게 대
두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빅 데이터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데이터 분석의 역사, 데이터 과
학자에게 필요한 기술, 적합한 인재상 등을 설명한다.
㈜브레인 밴드 애널리틱스 서비스부 제너럴 매니저
사토 히로유키 메일 h.sato@brainpad.co.jp

일본에서의 빅 데이터 원년
2012년은 빅 데이터와 관련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해였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2년판 정보백서의 시작 부분을 보면, 제1부 제1절의 제목이 “빅
데이터란 무엇인가?”였다. 이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 엑스포”나 “빅 데이터 및 데이터 매니
지먼트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가 2012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각 벤더의 빅 데이터 관
련 사업 진출 소식은 각종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어졌다.
물론, “빅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2012년에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후반
부터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다만, 2012년에 침투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급격히 빨
라진 것이다. 이것은 구글 트렌드에서 2010년 이후의 “빅 데이터”의 인터레스트역주(지수)
추이를 봐도 분명하다(그림 1).

역주 “관심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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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글 트렌드에서 “빅 데이터”의 인터레스트 추이

시대가 요구하는 직종
다른 기술적인 전문 용어처럼 “빅 데이터”라는 용어는 해외, 특히 미국에서 일찍부터(2000
년대 초반부터)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빠른 속도로 보급된 것은 2011

년 하반기였다. 특히 상징적이었던 사건은 전통적인 경영 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 2012년 10월호에 권두 특집으로 “Big Data”가 다루어진 사

건일 것이다.
2013년 2월호의 일본판 권두 기사 세 개 중 하나가 데이터 과학자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주요 저자는 예전부터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저서를 발표했던 하버
드 비즈니스 스쿨의 토마스 H. 데이븐 포트(Thomas H. Devenport) 객원 교수다. 그 당시
발표한 제목은 “데이터 과학자만큼 멋진 일은 없다(Data Scientist: The Sexiest Job Of the
21st Century)”였다. 데이터 과학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직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기

사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 기사에서 데이븐 포트 교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단
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기업은 현재 전례 없이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와 씨름하고 있다. 그들(데이터 과학자
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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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존하는 사회
데이터 과학자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이른바 “빅 데이터”가 태어난 배경과도 관련이 있
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인터넷에 대한 비즈니스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라는 사회적 요인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비즈니
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상당한 축적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기업이 빅 데이터와 씨름해야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요소 및 사회적 요인을 몇 가지 나열하겠다.
▒ 빅 데이터를 태어나게 한 기술 요소
● 데이터를 축적하는 하드웨어의 저렴화
●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한 데이터 유지비의 하락
● 센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다양화
● CookieSync 및 소셜 로그인 등에 의한 데이터 결합 기술의 발전

▒ 빅 데이터를 태어나게 한 사회적 요인
●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 온라인 무역, 인터넷 뱅킹의 보급
●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
● 전자 화폐의 보급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기술
다음으로, 생성된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 다루겠다.
빅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없을뿐더러, 실은 그 대부분이 사업에는 불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옥석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같이 섞여 있는 대용량
데이터 속에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고객 행동의 속도에
맞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의 발전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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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 CPU의 진화
● GPGPU(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기술
● 하둡(Hadoop)으로 대표되는 분산 처리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의 등장
● R 언어로 대표되는 오픈 소스 통계 분석용 언어의 보급

데이터와 “씨름”하기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 없다.
데이터 과학자의 스킬 세트나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 역할은 데이터 분
석의 결과를 비즈니스에 전개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데이븐 포트 교수의 말을 인용하
자면, 기업이 데이터와 씨름할 때 요구되는 인재가 바로 데이터 과학자인 것이다.
그럼, 기업은 언제 데이터와 씨름할 필요가 있을까? 예전부터 사용하던 말이지만, 비즈니
스는 바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자사 및 경쟁사, 고객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하다. 거기에는 물론 오
랜 경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빅 데이터의 가
치가 중요시되는 요즘, 그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가장 확
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의 역사
앞서 서술한 데이븐 포트 교수의 저서 《분석으로 경쟁하라: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의 경영
전략주1》에 의하면,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의 역사는 1960년대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물론, 20세기 전반에 활약한 카피라이터 존 캐플스
주1 원제는 《Competing on Analytics: The New Science of Winn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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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aples)처럼 일찍부터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주2,

계산기를 이용한 보다 복잡한 분석의 사례는 역시 1960년대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
한 것 같다.

금융공학 및 마케팅으로 발전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분야로는 1970년대에 발전한 금융공학을 들 수 있다. 원
래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이라는 말 자체가 금융 시장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측면을 지니고 있어,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활용
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1980년대 후반에 어느 정도 체
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주3.
마케팅 분야의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의 활용은, 앞서 설명한 카피라이팅의 예와 같이 1930
년대부터 추진되고 있었다. 시장 조사 업계를 예로 들자면, 미국의 마케팅 리서치 협회는
1957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테스트 마케팅이나 조사와 같이 분석을 위해
특별히 취득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른바 “빅 데이터”와 같이 미리 축적된 비즈니
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활용은 1960년대~1970년대에서는 아직 덜 발달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간신히 어느 정도의 형태를 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에 따라 고객 정보를 비즈니스로 이
용하는 것이 다소 쉬워졌다. 동시에 다른 판매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이력 데이터와의 결
합도 가능하게 되어 보다 상세한 고객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주4》이라는 말을 낳았다. B2C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매
스 마케팅에서 고객 개별 마케팅으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주2 존 캐플스의 《Tested Advertising Methods》의 초판은 무려 1932년이다!
주3 《Financial

Engineering in Corporate Finance: An Overview》(John D. Finnerty 저, Financial Management 발

행, 1988년)
주4 《Database Marketing: Past, Present, and Future》(Lisa A. Petrison 저, Journal of Direct Marketing 발행,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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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실행하려면 IT 기술을 가진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기술
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에 전문 과정이 개설되었고, 《Journal of Direct
Marketing》이라는 전문 잡지가 창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토양에서 절차탁마를 거듭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를 개인의 행동 이해를 위한 소재로 분석
하였다. 대중의 일부로서의 고객이라는 지금까지의 마케팅 관점을 고객 개별 관점으로 전
환한 것이다.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대두
또한, 분석 기술이 발전된 1990년대에는 “관계 마케팅(connection marketing, relationship
marketing)”이라는 말이 생겨나 더욱더 고객 개별 마케팅이 중요하게 되었다. 분석 기술

에 관해서도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연구가 진행되어 마케팅에 응용하게 되었다. 마
케팅 분야에서 유명한 “RFM(Recency, Frequency, Monetary) 분석”도 확실하진 않지만
이 무렵에 활용될 수 있도록 된 것 같다주5.
이런 흐름은 인터넷의 보급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사업에 데이터 분석을 활
용해 성공하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상품 추천으로 유명
해진 아마존(Amazon)과 넷플릭스(Netflix)가 매출 규모를 확대해 나간 것도 바로 이 무렵
이다주6.

분석 방법의 변천
이러한 흐름이 20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앞에서 말했듯이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등 외부로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최근까지
도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대부분은 자사에서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였다. 예를 들어, 통
신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분석 방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주5 《Thoughts on RFM Scoring》(J R Miglautsch 저, Journal of Database Marketing 발행, 2000년)
주6 1997년에 아마존의 상장이 있었고, 넷플릿스의 창립도 같은 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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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70년대
구매 시 얻은 고객의 특성 데이터(주소, 연령대, 성별) 분석
● 1980~90년대
구매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매 행동 분석
● 1990년대~현재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고객 정보와 웹 사이트 내에서의 행동 분석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종류가 증가하였고 분석도 보다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사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화된 게 없다.
다음 절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자사 이외의 다른 곳에서 보유한 데이터 활
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객도, 범인도 빠져나갈 수 없다
최근까지도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자사에서 보유한 데이터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소셜 로그인 기능과 광고 분야의 제삼자 전송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자사
고객(잠재 및 현재 고객을 불문하고)에 대해 자사 이외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고객의 행동을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협력 기업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협력 기업의 다이렉트 메일에 자
신의 전단지를 동봉하는 방식 등)으로 경쟁사 소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

지도 존재하고 있다. 단지, 그 데이터는 분석에 있어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개별 고객을 향한 시책(policy)을 실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고객과 자사 이외에서 보유
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셜 로그인 기능이나 제삼자 전송 기술의 광고를 이용할 때, 특별히 의식하
지 않고도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데이터와 자사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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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고객 개별에 대한 시책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갖고도 개별 고객과의 연결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
를 들어, 실제 점포의 데이터와 통신판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요즘은 점포를 방문한 고객에게 인터넷으로 회원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개별 사용자 식별이 가능한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입수가 가능하게 되어 모든 데이터와 연결한 대규모 분석도 가
능하게 된 것이다(그림 2).
● 자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
● 통신판매의 구매 이력 데이터나 각종 커뮤니케이션 이력 데이터
● 자사 사이트에서의 고객 행동 데이터
● 자사가 보유한 실제 점포의 구매 이력 데이터(POS 데이터)
● 소셜 사이트에 게시되는 고객의 각종 데이터
● 고객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자사 광고를 접촉한 이력 데이터

분석 환경: 각 사용자의 광고 체험·사이트 체험·사회 체험·점포 체험 모두를
통합/분석 가능

매체 사이트

개별 고객에
계획된 접근

카탈로그

실제 점포

고객

소셜 사이트

자사 사이트
제삼자 전송업자와
CookieSync

소셜 로그인
에서의 연계

범례:
방문
데이터 연계
데이터 송신
연락처

쿠폰 + xxxx의
연계

회원 가입 +
xxxx의 연계

◆그림 2 고객의 행동과 데이터 연계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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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보급으로 넓어지는 분석 대상
스마트폰의 보급은 지리 정보와 각종 센서 데이터를 웹에 남겨두어 고객을 개별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잘 이용하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좀 더 적합한 프로모션을 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의 체크인 쿠폰은 개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스마트 가전”과 같이 빈번히 인터넷에 액세
스하는 가전제품이 보급되면,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분석 대상이 되어 더 상세하
게 고객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센서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분석의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
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컴퓨터역주를 이용한 헬스 체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탑재된 센서로부터 읽어 들인 데이터로 몸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분
석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운용 중인 기계가 고장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분에 장착된 센서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을 감지하는 것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실제로, 제너럴 일
렉트릭(General Electric)은 항공기 엔진에 그러한 노력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는 발전량과 전력 사
용량을 예측하여 전력 구입량과 축전량 등을 최적화한다. 이것도 센서 데이터 및 분석 알
고리즘을 결합하여 실현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의 신조류
동영상 분석 분야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스포츠 트레이닝에서 동
영상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을 노린 폭탄 테러
사건에서 방범 카메라의 영상 분석이 범인 체포에 크게 공헌한 것은 기억이 새롭다. 단지
현재의 동영상 분석의 대부분은 2차원 동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예상된다. 그러나 키넥트(Kinect) 센서와 같이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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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변혁을 일으킬 사업 분야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리 정보 및 센서 데이터의 활용은 데이터 분석이 발전할 하나의 조류가 될 것임
이 틀림없다. 게다가, 이러한 데이터는 높은 빈도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이고 비구조적
인 점도 많은 전형적인 “빅 데이터”다. 이들을 분석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자
가 필수 불가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움직임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자 한다.

의사결정을 위한 움직임(활동)
빅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데이터 과학자가 주
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빅 데이터라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에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 활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절에서는 데이터
과학자의 활동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CRISP-DM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에 대해 잘 정리된 방법론 중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CRISP-DM”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 NCR, OHRA,
SPSS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개발된 방법론인데, “Cross l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산업 횡단형 데이터 마이닝 범용 프로세스)”의 약어다. 데이터 마
이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표준적인 절차가 여섯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① Business Understanding(비즈니스 이해)

비즈니스의 전체 상을 이해한 후에 과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
다. 물론,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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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ata Understanding(데이터 이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가설 구축의 기초를 만드는 단계다.
이후 단계의 작업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짐작해 나간다.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 정의서
(definition document)만으로는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다(또는 원래부터 데이터 정의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프로모션 관련 데이터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도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질의를 하게 된다.
③ Data Preparation(데이터 준비)

수학적 모델 구축을 위해 데이터 마트(data mart)(상황에 따라서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
하는 단계다. 본 단계와 한 단계 뒤의 모델링 단계는 종종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다.
④ Modeling(모델링)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가설에 기초하여 구축하는 단
계다.
⑤ Evaluation(평가)

구축한 수학적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할 뿐
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예를 들어, 당초 설정한 과제는 해
결하지만 다른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무언가를 간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

하다.
⑥ Deployment(실행)

구축·평가한 수학적 모델에 기초하여 무언가 비즈니스 시책을 실행하는 단계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과학자가 직접 시책 수행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시책을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시책 실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당자와 함께 사양을
결정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SEMMA
마찬가지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에 대하여 정리한 게 있는데, 통계 패키지의 개발
및 판매를 하는 SAS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일련의 순서로 준
비한 SEMMA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Sample, Explore, Modify, Model, Assess”

12

CHAPTER 01
데이터 과학자에 필요한 스킬

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인데, 각 단어의 의미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CRISP-DM의 Data
Understanding(데이터 이해)에서 Evaluaion(평가)까지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 만약을
위해 가능한 한 원어에 충실하게 의역하면,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간의 관계성 탐색과 이
해, 변수의 선택·합성·변환, 모델의 작성, 모델의 평가와 같은 것이다.

KDD
또한, 우사마 파야드(Usama Fayyad) 박사 및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1996년 《AI
Magazine》에서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데이터베이스에서의 지식 발견, 이
하 KDD)” 과정을 Selection(선택), Preprocessing(전처리), Transformation(변환), Data

Mining(데이터 마이닝), Interpretation/Evaluaion(해석/평가) 등 5단계로 분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이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수학적 모델링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SEMMA와 거의 동일하다.
◆◆◆
이러한 세 가지 방법론 또는 순서로부터 도출되는 공통 프로세스는, 엄격하게 보면 데이
터의 수집 및 전처리로부터의 수학적 모델 구축 및 평가다. 하지만 《KDD, SEMMA and
CRISP-DM: a parallel overview》주7에 따르면, 실제로는 SEMMA와 KDD에 대해서도
CRISP-DM에만 포함되는 Business Understanding(비즈니스 이해) 및 Deployment(실
행)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두 단계를 포함하는 CRISP-DM의

모든 단계가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한편, 데이터 과학자의 활동에 대해서 데이븐 포트 교수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것은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헤쳐
나가면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중략) 데이터 과학자는 의사결정자를 돕고 임기응
변적인 분석으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주축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
략) 데이터 과학자들은 창조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찾아낸 패턴을 알

기 쉽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제품이나 프로세스, 의사결
정을 위해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을 임원이나 제품 관리자에게 조언한다.” 여기에서는
CRISP-DM과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한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Business Understanding

주7 Ana Azevedo, Manuel Filipe Santos 공저, IADIS European Conf. Data Min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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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Deployment 단계에 있어 이른바 소프트 스킬(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같은 비정량적·비정형
스킬)을 이용한 움직임이 강조되고 있다.

스토리를 말한다
루키데스(Loukides)주8는 그의 전자책 《What is Data Science?》(2010년)에서 데이터 과학
자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를 수집하여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하고, 데이터에게 스토리를 말하게 하여 그 스토리
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필자가 소속된 ㈜플레인 패드는 데이터 분석을 주요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약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은 정말로 데이터에 스토리를 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루키데스의 이 말은 데이터 과학의 여러 현장에서 크게 지지받고 있
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 과학자의 활동이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
과를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자를 적절히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스킬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
겠다.

필요로 하는 스킬들
데이터 과학자에게 필요한 스킬도 그 외의 직종과 동일하게, 크게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로 나뉠 수 있다. 앞 절에서 소개한 CRISP-DM을 예로 들면, 주로 작업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각 단계(Data Understanding~Evaluation)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드 스킬이
고, 남은 각 단계(Business Understanding과 Deployment)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소
프트 스킬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CRISP-DM의 각 단계와 연계하여 정형적으로 논의하기
쉬운 하드 스킬부터 소개하겠다.

주8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 Inc.)의 부사장. Unix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술에 관한 논문을 다수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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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스킬
Data Understanding~Data Preparation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은 RDBMS와 SQL의
지식/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다. 만일 데이터가 거대한 경우에는 Hadoop주9과 이에 관련된
지식(Java,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MapReduce, Hive, pig 등)이 필요하
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Linux 명령어에 의한 데이터 처리도 자주 이루어
진다.
Modeling~Evaluation 단계에서는 위의 내용 외에 통계 분석과 기계 학습(머신 러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언어인 R과 Python, Perl은 미국
에서는 데이터 과학자의 모집 요강에 반드시 포함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가 더욱 많아지
게 되면 분산 컴퓨팅이나 In-Database 처리주10를 위해 Mahout 및 MADlib 등의 라이브
러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구현 단계에서 실시간 처리를 염두
에 둔다면 Jubatus주11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가진 툴을 사용하는 상황도 많이 있
다. SAS 및 SPSS는 GUI를 사용한 분석 툴 중 대표적인 것이지만, 더 빠른 모델을 구축하
려고 할 때는 KXEN주12이 선택될 것이고, 로컬로 한정할 때는 KNIME주13이 오픈 소스 소
프트웨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툴들에서도 최근 In-Database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버전이나 옵션 등은 계속해서 정비되고 있다.

소프트 스킬
Business Understanding~Data Understanding의 단계에서는 먼저 비즈니스 업계 및
업무에 대한 지식이 매우 유용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관계자로부
터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하기 때문에 질문 능력과 이해 능력(청취 능력이라고 해도

주9

URL http://hadoop.apache.org/

주10 이
 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처리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실행 가능

하게 하는 기술. 최근에는 분석에 필요한 고도의 로직을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장착하려 하고 있다.
주11 URL http://jubat.us/en/
주12 URL http://www.brainpad.co.jp/solution/kxen/
주13 URL http://www.kn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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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지 모르겠다)이 필요하게 된다.

Deployment 단계에서는 시책의 실행 담당자 또는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담당자에 대
해 분석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행동해달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전달 능력뿐만 아니라 설득력, 프로젝트 추진 능력까지 요구된다. 또한,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는 디자인 능력도 있으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데이터 과학자에 필요한 기술은 하드 스킬로서는 각
종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의 IT 스킬과 통계 분석이나 기계 학습 등에 관한 지
식과 경험 등의 분석 기술이 필요하고, 소프트 스킬로서는 업계 및 업무에 관한 지식과 커
뮤니케이션 관련 능력 등의 비즈니스 스킬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표 1). 그러나 이 세 가지 기술을 겸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표 1 데이터 과학자의 스킬 목록
스킬 카테고리
대분류

내용

소분류

RDBMS 관련, SQL Hadoop 관련, Java, HDFS 관련, MapReduce 관련, Hive, pig, Linux 명령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IT 스킬
R, Python, Perl, Mahout, MADlib, Jubatus 등 언어에 대한 지
식과 경험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분석 스킬

각종 통계 해석, 각종 기계 학습에 관한 지식, SAS, SPSS,
KXEN, KNIME, AlpineMiner 등의 툴에 관한 지식과 경험

비즈니스 스킬

산업이나 업무에 관한 지식, 질문 능력, 이해 능력, 전달력, 설득
력, 프로젝트 추진 능력 등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능력

완전한 스킬을 익히는 것은 불가능한가?
사실, 앞서 데이븐 포트 교수의 논문에서도 명확하게 “희소”하다고 되어 있고, 메켄지
(McKinsey)의 보고서주14에서도 분석 기술을 지닌 데이터 분석가가 2018년까지 14만 명 이

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서 세미나나 콘퍼런스, 인터넷 등에서 화제

주14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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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는데, 요즘은 데이터 과학자라면 이 세 가지 기술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나
머지 둘 중 하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인
듯하다.
그 외에도 데이븐 포트 교수의 논문은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것으로서 강한 호기심을
들 수 있다. 데이븐 포트 교수에 따르면, “호기심이란 문제를 심층까지 파고들어 핵심에 있
는 의문을 밝히고, 매우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일련의 가설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라고 한
다. 분야를 불문하고 과학자의 공통점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필자가 만난 데이터 과학자들
은 이러한 성질을 갖춘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은 앞의 세 가지 기술과는 별도
로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할 핵심일지도 모르겠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핵심”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래의 데이터 과학자는 어디에 있을까?
빅 데이터 시대에 각광받을 데이터 과학자이지만, 불행히도 현재는 데이터 과학으로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의 교과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과 기업에서 조금씩 그 육
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고 전문적으로 육성된 데이터
과학자가 사회에 배출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현재는 제대로
갖춘 데이터 과학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럼, 데이터 과학자는 어디에서 배출될 것
인가?

적합한 인재상
이전 절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과학자에 요구되는 스킬은 크게 IT 스킬,
분석 스킬, 비즈니스 스킬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스킬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갖춰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계통의 스킬을 익히는 어려움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른 스킬로 분류되는 업무와 현재 업무의 접하는 빈도가 각각 다르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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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비즈니스 스킬이 높은 영업 사원이 IT 스킬을 가진 엔지니어의 업무에 대해 개
요는 파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거나 코드를 읽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IT 스킬이 높은 엔지니어가 비즈니스 스킬을 가진 영업 사원과 업무로
접하는 일은 많다. 원래 소비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비즈니스 업계의 스킬이 높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만, 반대로 IT 스킬과 분석 스킬이 높은 사람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
는 거의 없을 것이다.

호기심 갖기
비즈니스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IT 스킬과 분석 스킬 중 하나를 가진
인재가 데이터 과학자를 목표로 하거나 또는 육성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핵심”이 되는 강한 호기심의 유무에 따라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는지(육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인재의 총수로 봤을 때, 시스템 엔지니어(SE) 또는 프로그래머 중에서 데이터 과학
자가 탄생하는 것이 당분간은 주류가 될 것이다. 필자가 아는 데이터 과학자도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정리
빅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2013년 5월에 내건 성장 전략 목표 중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10조엔 규
모의 관련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현재 시스템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몇 년 후 새로운 경력
으로 데이터 과학자를 선택하고 이 시장에서 활약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활약
에 의해 다수의 기업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일으키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 있을 거라 예상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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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성과를 의식한 분석 방법

데이터 과학자의 프로세스

이 장에서는 데이터 과학자가 항상 의식해야 하는, 성과를 염두에 둔 사고를 각 프로
세스마다 예로 들겠다. 또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데이터 과학을 고려하고 성공 조건
과 실패에 빠지는 요인을 제시하겠다.
㈜리쿠르트 캐리어 중도 사업본부 영역 기획 통괄부서의
데이터 과학자이자 Hadoop 관리자
하라다 히로우에 메일 hiroue@r.recruit.co.jp

시작에 앞서
필자는 데이터 과학에 7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 업무 이해
● 데이터 이해
● 데이터 추출
● 데이터 가공
● 모델링
● 효과 검증
● 서비스 구현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데이터 과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
한 각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업무 이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처리에 사람과 시간,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산출물을 의식하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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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조직이 세분화된 대기업의 경우, 집계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집계 및 분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데이터 분석 부문은 의사결정자의 관점에서 봤을때 비용 대비 효과가 나쁜 부서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업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제안을 아웃풋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는 조직 및 서비스의 구조에 일정하게 정해진 패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전문가라면 먼저 파악해야 할 기본 조건이며, 주어진 환경의 이해는 데이
터 과학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업무 이해의 확인 방법은 해당 프로젝트에 커밋하고 있는 사업 책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게을리하여 타성에 젖은 채로 시작한 분석은 효율이 낮아진
다. 업무 이해를 잘해서 아웃풋을 결정할 수 있다면, 분석 결과에 대한 목표 달성 기준과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및 시책의 진척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과
학을 기점으로 기존 사업 시책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이해
업무 이해에 대해서는 영업부나 인터넷 고객 모집 등을 관할하는 사업 책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한편, 데이터 이해에 대해서는 업무 이해를 한 후에 기술 부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자에게
들을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어떻게 업무와 연결하고 있으
며, 데이터 형식은 어떤 것인지, 현재의 데이터 연계 등 자동화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 착수할 분석의 영향 범위에 따라 조사한다.

데이터 추출
이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간다. 이 작업을 인스턴스화라고 한다. 인스턴스화됨에 따
라 필드의 종류와 값 등의 정보를 읽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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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출”은 보통 “모델링” 이전에 실행되는데, 모델링에서 의사결정 및 정보 수집의
결과, 데이터 추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적절하
게 해결될 때까지 피드백을 반복한 결과, 모델링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밝혀질
수 있다. 이것은 실제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복 과정 중 하나다.

데이터 가공
데이터 분석의 대상으로서 데이터를 준비한다.
데이터 가공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데이터 과학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
한 과정이다. 데이터 가공에는 데이터의 선택, 배열, 구성, 통합 및 서식 설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처리에는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데이터 가공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PDCA의
주기주1에 따라 반복된다.
다음은 데이터 가공 과정에 대한 예다.
●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
● 필드 값의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통일
● 결손값, 잘못된 값 또는 극단적인 값 정의
● 데이터의 선택
● 분석에 필요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재구성
● 관련 필드 변환하기

이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어서 집중력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링
모델링 작업은 대화형 프로세스다. 효과가 있는 하나의 모델 또는 여러 모델의 결합을 찾
을 때까지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시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의 예측
모델이 누적되어 감으로써 사람의 감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비즈니스의 성공 패턴을 구
현하는 복잡한 모델이 구성된다.

주1 Plan-Do-Check-Action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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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기법의 개요로는 지도 학습 모델(Supervised Learning Model)과 자율 학습 모델
(Unsupervised Learning Model)이 대표적이다.

지도 학습 모델은 하나 이상의 필드에 기초하여 대상 필드의 예측을 모델화하고, 결과가
미지인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에는 신경망, 결정 트리,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등이 있다.
자율 학습 모델은 예측되는 필드가 없이 데이터 내의 관계성을 탐색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데 사용되며, 이 기술에는 Kohonen, TwoStep, k-means 등이 있다.
또, 요즈음 서비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관 규칙역주은 지도 학습 모델에도 자율
학습 모델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일반적으로 여러 모델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복합 모
델을 모델 앙상블(model ensemble)이라고 부른다.

효과 검증
데이터 과학의 결과에서 얻어진 시책안이 비즈니스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를 평가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비스의 일부분이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해 A/B 테스
트주2로 시행되어 서비스 전체로의 전개에 가치 있는 시책안인지를 검증한다.
최종 보고서 및 모델을 전개하기 전에 이 프로세스는 필수적이다. 특히,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모델의 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처리 단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사전 테스트는 시책안의 영향 범위의 크기에 따라 그 중요도 또한 변화될 수
있으며, 이 단계의 마지막에서는 데이터 과학의 결과로 얻어진 시책안의 사용 여부를 결정
한다.
“효과 검증”은 “업무 이해”의 재평가를 촉구하는 일이 많다. 결과적으로, 설정된 문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시점에서는 업무의 이해를 수정한 뒤
별도의 적절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별개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역주 상관 규칙(Association Rule):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것 같은 동시성 및 관계성이 강한 사건

의 조합 또는 그러한 강한 사건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빵과 버터를 같이 구매
한 사람의 90%는 우유도 구매한다.”라는 상호 규칙성이 발견될 수 있다.
주2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패턴을 준비하여 어느 쪽의 패턴이 최적인지를 측정하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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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현
서비스 구현의 프로세스에서는 예측 또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만들기 위해 모델
을 전개한다. 모델 전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과 기존 데이터베이
스에 적용하는 방법 등 환경에 따른 선택안을 검토한다.
또한,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델의 예측과 성공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이것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예측값과 관측 값의 차이가 일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등), 경고를 표시하는 등 자동화된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작업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경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경우는 진척 확인과 KPI주3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반복적인 주기
여기까지의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데이터 과학 특유의 반복적인 주기(cycle)가 시작된다.
단순히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를 입안 및 실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종료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데이터 과학을 사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끝이 없는 작
업이다.
데이터 과학의 첫번째 주기로부터 얻은 지식은 거의 틀림없이 새로운 의문, 새로운 문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의문, 문제, 기회는 다시
한 번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과학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데이터 과학 특유의 이러한 주기와 새로운 기회의 특정은 비즈니스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할 시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략 전반의 기초적인 본질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주3 Key Performance Indicator(주요 업적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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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공의 흐름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데이터 과학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
았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데이터 가공에 주목하여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 값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겠다.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데이터 파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파일 형식은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또한, 데이터 형에 대해서도 숫자나 카
테고리를 플래그화(예: 0보다 크면 1,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과 같이 처리)하여 이용하는 등 분
석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사용법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변성과 호환성 등을 숙지하고 있으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분석 기법 적용
이 가능하고, 데이터 파일을 가장 처리하기 쉬운 형식으로 취급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속도
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는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의 기술만 이용하거나 수많은 모델을 이것
저것 도입한 나머지 불균형을 초래해 실무에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일도 종종 있다. 여
기에서는 데이터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종류 각각에 대해
설명하겠다.
파일 형식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들이 분석에 사용된다.
● CSV(Comma Separated Values, 쉼표로 구분)
가변 길이 형식과 고정 길이 형식의 텍스트 파일 데이터

● TSV(Tab Separated Values, 탭으로 구분)
● SPSS Statistics 및 SAS 데이터 파일
● Oracle, SQL Server, MySQL 등의 데이터베이스 파일
● Excel, Access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파일

또한, 콘솔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테스
트 데이터를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한다.
데이터형(타입)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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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형
0에서 100 등의 정수, 실수, 날짜, 시간 등 숫자의 범위를 가진다
● 카테고리형
값의 정확한 개수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문자형의 값에 대해 사용되는 것, 인스턴스화되지 않
은 것을 포함한 데이터형
● 플래그형
있음/없음 또는 0/1과 같이 두 개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형
● 명의형
여러 값이 있어 각각 동/서/남/북과 같은 세트의 카테고리로 취급되는 값에 사용되는 데이
터형
● 순서형
적음, 보통, 많음 등 특정 순서를 가진 복수 및 개별 데이터형

데이터의 비정규화
데이터 과학에 사용되는 모델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사업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대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모델이다. 예를 들어,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이나 어
소시에이션(association), 다중 회귀(multiple regression)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것은 왜일까? 보편적인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툴은 사용되는 만큼 정교해진다.
엔지니어링의 세계에서 오랜 세월 사용된 기술에 대해 칭찬하는 표현으로 “잘 다듬어진”이
라는 말이 있다. 음악의 세계에서도 기타 소리에 대해 “잘 다듬어진 소리”라는 표현이 긍
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시사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여
진 정제함이 무엇보다도 신뢰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의 “잘 다듬어진” 모델을 적용할 때 종종 비정규화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
것은 더미 변수(dummy variable) 및 플래그화라고 불리는 공정으로, 예를 들어 어떤 칼
럼에 5단계의 수준이 있다고 하면, 그 5개를 칼럼화하고 YES/NO의 두 가지를 선택한다.
즉, 5단계의 평가가 들어가는 하나의 칼럼을 2단계 평가의 5개의 칼럼으로 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비정규화함으로써 변수를 소재로 표준화하여 다양한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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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값의 취급
데이터 과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결손값을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일부 소프트웨어 및 분석 방법에 따라 결손값을
검사·조작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제약을 받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데이터 집합에 존
재하는 결손값을 어떤 단계에서 검사·조작·제거해 나갈지 계획을 갖고 진행해 나간다.
또한, 불필요한 결손값은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 안에서 제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의미 없는 결손값인지를 판단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범위를 벗어나는
값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연봉을 질문하는 항목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에서는
가장 과금율이 높은 로열 고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석가는 의미 있는 결손값과 의미 없는 결손값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한다.

어긋난 값의 취급
분석 시에는 데이터의 부정 또는 비정상적인 값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0세 또는 100세 이상 등 입력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도 있으며, 1년 수입 등 입
력 값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데이터 값이 어긋난 상황을 예로 들자면, 표준편차주4를 사용하여 관찰한 값이 분포의 중심
에서 멀거나 분포의 중심에는 가까워도 다른 값으로부터는 먼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중
요한 것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모델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모델 구축에서 어긋난 값을 어디까지 채용할지는 계획에 따라 다르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
은 아웃풋의 요청이다. 즉, 최종적으로 분석의 제안을 반영하는 시책은 어떤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하고 있는지,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석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주4 데이터의 편차를 나타내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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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과학자가 성공하는 조건
데이터 과학의 모든 프로세스에서는 비즈니스의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데
이터 과학을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과 실패에 빠지는 요인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겠다.

KKD와 KDD
KKD란, 일본식 표현으로 ‘직감(Kan)과 경험(Keiken)과 담력(Domune)’의 약어 표현이
다. 그리고 KDD는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데이터 마이닝)의 약어이기
도 하다.
비즈니스에서는 결과가 모든 것이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KKD든, KDD든, 또는 뭐가
되었든 간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안정적인 결과를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KKD(직감과 경
험과 담력)의 숙련도나 점성술과 같은 미신적인 것에서 얻은 제안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

특히, 현대와 같이 데이터의 변수와 전체적인 양이 엄청난 시대에는 특정 사람에게 정보가
한정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과학자가 사업의 승리 패턴을 연속적으로 체
계화해 나가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데이터 과학자가 항상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것은 뛰어난 비즈
니스 맨의 KKD, 즉 인간의 패턴 인식의 저력은 기존의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계산을 능가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병렬 처리를 한다. 계산기는 직렬 처리를 한다. 인간의 계산 속도는 계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계산기는 인간과 같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데이터 과학자는
신경망 등의 병렬 컴퓨팅과 Hadoop 등의 병렬 분산 처리의 힘을 빌려 기계와 인간의 시
너지 효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계적인 정확성보다 비즈니스의 성공
반복된 이야기지만, 데이터 과학자는 연구직이 아니다. 비즈니스에 공헌하는 실학의 체계
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데이터 과학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데이터 과학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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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때 통계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를 바탕으로 품질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는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데이터 과학의 성공은
ROI 및 수익 등으로 평가된다.
성공을 결정하려면 모델을 전개한 후 모델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를 기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전개 후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 시스템 및 보고서 작성을 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구현을 담당하는 팀이나 멤버와 함께 KPI 관리에 대한 방침
을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조건을 정해 두기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도 다른 모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로 구현했으나 효
과가 나오지 않거나 실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다. 이럴 때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분석 업무 및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당사자들은 성공에 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지
만, 실패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한다. 손익을 기준으로 한 팀의 성과는
조직의 상위 계층 및 동일한 수준의 다른 부서로부터 명백하고 당연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일부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모델을 평가할 때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모델링을 수행
하는 단계에서 비용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시책을 구현하기 전에 오류에 대한 비용을 주
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예상 비용을 사전에 얻을 수 없는 경우는 향
후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나 다른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 둔다.

실무의 개선 여지를 담보해 둔다
데이터 과학의 결과가 비즈니스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확신이 있어도 실무에 적용할 여
지가 없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구현 대상이 되는 업무의 개선 여지에 대해서는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설계의 첫 단계(업무
이해)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인된 요인 이외의 것 때문에 모델을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시장의 구조가 명확하게
변화한 경우, 자사 서비스에 구현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업 영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어 구현에 관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8

CHAPTER 02
데이터 과학자의 프로세스

물론, 이러한 장애를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데이터 과학의 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모델이 부분적으로 도입 가능한 경우에 프로세스의 가설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터 과학 실패의 본질
조직의 구조적 부하 경시하기
본질적인 데이터 과학 자체는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을 실제로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도입이라는 과정 또한 데이터 과학의 일부다.
조직에서 반발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은 솔루션에 의한 잠재적 이익에 대해
설명하거나 조직의 일부분으로 도입을 변경하는 것이다.

공변관계와 인과관계 오인하기
데이터 과학에서는 조사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하나의 원인을 주의 깊고 체계적으로 파악
하여 예측 변수와 목적 변수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실
시할 때 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의 의견이 다른 항목의 의견
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라면, 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에서의 속성 변화가 동일한 결과 변수에 영향을 주는 모델 예측
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포인트는 모델에 있어 입력(예측 인자)은 출력 전에 발생한
다는 것이다.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데이터 과학에서 취급하는 의문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상대는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
업 담당자가 적합하다. 사업 담당자는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데이터 과학 솔루션이 올바른
지 평가한다. 또한, 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데이터 과학자로부터의 지적은 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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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담당자는 데이터 과학으로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의문에 대한 답변, 비즈니스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정 비즈니스 영역이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에 대한 제
시를 정리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업 담당자가 부족한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그
다지 중요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등 여러 위험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고 있지 않다
데이터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할 데이터 정리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 많은 집
중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데이터에 잘못된 값이 포함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
과학 기술을 사용해도 문제점을 발견해 올바르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 준비 단계의 프로세스는 어떠한 것도 정리되지 않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작업이
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준비 및 정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마스터 스케줄과의 조정을 진
행해서라도 데이터의 세련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데이터 집계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 운영 서비스의 뒤편에서 “모여지는” 실제 로그와 일부러 의식해서 “축적한” 데이터는
자산 가치가 다르다.
서비스의 뒤에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실제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기간계”, 비즈니스 인
텔리전스 용도의 모니터링과 집계·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정보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많은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정보계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운용 서비스 환경의 서비스 로그 외에 회계용 데이터베이스
의 정보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ASP 서비스의 액세스 해석 로그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
다. 심지어 경쟁 조사를 위해 전문 외부 ASP와 계약하는 경우는 그 원시 데이터를 축적하
기도 한다.
정보계 데이터베이스는 그 존재의 의의인 “집계”, “모니터링”, “분석”이 각각의 목적에 적
합한 유연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성형·관리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진행해야 할 작업이며, 또한 각각의 데이터가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유지될 경우 자사 서비스 로그와 경합 조사의 확대 추정 계산에 의한 벤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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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설정, 그리고 ASP 서비스의 액세스 해석 로그와 접속한 자사 사이트의 메일 시책의 영
향 조사 등 고도의 크로스 분석을 수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데이터 관리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깊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의지를 갖고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아마
도 기동력이 떨어지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관리자의 인재 배치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리
분석 후의 성과 요청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거기에 데이터 과학의 미래가 있으며, 데이
터 과학자의 미래 또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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