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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4차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동시에 데이터 처리 효율과 속도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누적되고, 이를 활용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사이언스

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군 또한 넓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막 뛰어든 입문자들이 

고난이도의 코딩 없이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머신러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디자인적 접근성을 고려한 코

드리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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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데이터 분석, AI등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데이터 과학자’

라는 직업은 미국의 권위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글래스도어에서 

발표한 2020 최고직업 Top 10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유사직군인 

데이터엔지니어 또한 6위를 차지했다.[1]

Fig. 1. 2020 최고직업 Top 10(‘글래스도어)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을 둔 입문자/현

역 개발자들이 600명가량 참여하고있는 카카토톡의 오픈채팅방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적 개발 테크닉보다 분석 

및 피쳐 엔지니어링의 테크닉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측면에서 학습과정이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깔끔한 시각화가 중요히 여겨졌다. 코딩에 관한 기술 

및 알고리즘을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코드리

스가 바탕으로 구성된 스크래치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 시대에 초중생, 나아가 고등학생과 비전공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한 개발자 교육의 밑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입문자들을 

타겟팅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드리스 학습프로그램을 구현한다.

II. Analysis

본 논문에서는 PyQt5의 Qtabwidget을 활용해 탭을 Analysis와 

Processing and ML 두 개로 나누어 구현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Analysis 탭은 데이터의 샘플과 정보, 피쳐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피벗차트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된다. 데이터 

샘플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전체 행 혹은 상위 10개의 행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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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ysis tab

III. Processing and ML

본 논문에서는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rocessing and 

ML 탭에 데이터를 전처리 할 수 있는 처리구역, 처리된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데이터 구역, 사이킷런의 클래시파이어들

을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구역 세 종류로 구분해 구현하였다. 데이터 

처리구역에는 4종류의 버튼을 통해 결측치, 이상치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평균, 중위수, 최빈값으로 대체하는 기능과 피쳐 삭제, 피쳐간의 

결합을 통한 차원축소가 가능하다. 드래그앤 드롭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csv파일을 소프트웨어 위에 드롭하면 기존 데이터가 

즉시 변경되며, 즉각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라이브 데이터 구역에서

는 사용자가 처리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버튼으로 현재 소프트웨어가 

위치한 경로에 저장한다.

Fig. 3. Processing and ML tab

IV. Software Structure

본 논문에서는 Python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으며, 

입문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PyQt5의 Designer툴로 UI를 구성하였

다. Fig. 4.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사용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사이킷런이며, 그중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naive bayes, 

svm 5가지의 클래시파이어를 제공한다. k-fold로 cross validation을 

진행해 train data만으로 accracy를 측정한다. UI에 사용되는 컬러는 

우드보드 기법을 활용해 하늘. 바다와 같은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의 

이미지에서 추출했다.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했을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대표적 입문 데이터로 알려져있는 캐글의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한다.[2]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다른 데이터로 교체가

능하다.

Fig. 4. Jump to data structure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PyQt5 Designer와 sklearn을 활용한 코드리스 

형식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습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결과를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ㅏ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3]. 

데이터의 전처리 및 sklearn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고 cross 

validation과 data 분석을 위한 차트 도출까지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에 입문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추후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도 codeless

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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