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통계적방법

1) 데이터 철학
과학은 이론적 통찰 (예: 상대성 이론), 새로운 현상의 관찰 (Kepler 행성 궤도 관련 법칙)이나 경험
을 (Student T-분포) 통한 새롭고 혁신적인 이론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관찰,
실험, 분석 등의 반복을 통해 이론이 정립된다. 벼 품종 개량, 새 의약품 개발, 화학 공정 개선 등이
실험 계획에 의한 연구 결과가 이에 해당된다.
통계 전문가는 제시된 이론을 통계적 가설이나 통계 모형으로 설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설(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거나(confirmatory data analysis) 수집된 데이터를 탐색하여 가능한
모형이나 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exploratory data analysis)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탐색적) 데이
터 분석이 타 분야의 새로운 이론 발견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1)그 분야에 대한 지식 2)모형과 데이
터 3)그리고 모형과 데이터의 사이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모형과 데이터 사이클

모형 model

확증적 분석

데이터 data

탐색적 연구

Xi ∼ f (x; θ)

xi ∼ iid f (x; θ)
f (x1, x2, . . . , xn) ∼ [ f (x; θ)]n

과학에서 이론이 제안되고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이론이나
모형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고 탐색적 자료 분석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나 모형은 다시
confirmatory 방법에 의해 유의성이 (significance) 검증되므로 모형과 데이터는 순환 사이클을 갖
는다.
통계적 모형은 과학적 진실이기 보다는 분석 대상이 되는 사실(현황)의 대표적 모형이다. 예를 들
어, 회귀모형에서는 (y = a + b × x + e) 선형함수(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항(e)이존재
하고이오차항은 평균 0, 분산 σ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한남대학교 통계학과 권세혁교수

(1)

통계적방법

데이터

데이터 정의
통계학에서 분석 대상인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
은 개체 subject 관측치, 열은 관심 특성, 변수 variable로 이루어진
숫자 행렬이다.
행의 첨자는 개체를 나타내고, 열의 첨자는 변수를 나타낸다.
(정의) 추론, 토론, 계산에 사용되는 실제의 정보 (측정값 혹은 통계)
(웹스터), 정보를 가진 숫자의 모임

2) 데이터 수집

+ Veracity(데이터 정확성) + Value(데이터 가치) = 5V of Big Data

데이터는 객관적인가? NO <- 수집되는 데이터는 목적이 있다. even 빅데이터 - 분석자의 의도없
이 매초 단위로 엄청난 자동 저장되는 데이터도 일단 분석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데이터는 목적을
가지게 되므로 객관성을 상실한다.
데이터는 관심을 갖는 모집단 개체로부터 분석 대상 특성을 관측, 측정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숫자
(고전적 데이터), 문자(텍스트 마이닝), 음성, 이미지(빅데이터) 향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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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종류
(1)고전적 정의
통계학에서는 변수, 사회과학방법론에서는 척도라 한다.
✴

Metric (측정형 변수, measurable) : 실험 개체의 측 정 가능한 특성을 측정한 변수로 키, 몸무게,
평점, IQ, 교통량, 사망자 수가 그 예이다. 연속형 변수는 모두 측 정형 변수이고 이산형 변수 중
측정형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예) 교통량

•구간척도 interval : 0 의미 없고 배율도 의미 없음 (예) 온도
•비율척도 ratio : 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고 배율의 의미 존재 (예) 모든 측정형 소득
✴

Non-metric (분류형 변수, classified, 범주형 categorical) : 개체를 분류하기 위해 측정된 변수를
의미 하며 성별, 결혼여부 등이 그 예이다.

•명목척도 (nominal): 분류만 ︎ 성별, 결혼여부, 소득 (단위: 만원)
•순서척도 (ordinal): 순서를 가진 분류 ︎ 성적(A, B, ..) 소득수준(상, 중, 하), 5점 척도
구간

비율

순서

명목

X

X

X

X

X

X

X

X

X

빈도표
순서 있음
최빈값

X

X

평균

X

X

중위수

X

X

+, - 가능

X

X

곱셈, 나누셈

X

0의 개념, 배율

X

X

(2) 시간적 정의
✴

횡단 변수 cross section : 일정 시점의 조사 데이터

✴

종단변수 time series : 시간적 순서를 갖는 데이터 - Xi 대신 Xt로 표현, 경제 지표(환율, 수출량)

나 기업의 연차별 자료(연도별 매 출액), 연도별/월별 청년 실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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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 casual relationship
인과 관계 모형은 통계분석에 의해 검증되는 것이지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모형 설정은 이론, 경
험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

X - 독립변수, 요인(처리효과), 예측변수, 설명변수, 내생변수 : 원인이 되는 변수

✴

Y - 종속변수, 반응변수, 목표변수, 외생변수 : 영향을 받는 변수

(4) 포멧
✴

숫자 : 명목형 데이터는 문자(범주)이지만 분석 시 class 변수로 설정하여 숫자처럼 사용한다.

✴

문자 :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 word cloud

✴

음성 : 오디오 파일 포멧을 데이터로 변환/역변환 가능 (convert audio format into data format)

✴

이미지 : 이미지 파일 (x, y) 좌표나 6자리 숫자 단위로 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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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CCTV 범죄 프로파일링, 3차원 CT/MRI

4) 데이터와 확률변수 random variable
통계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변수의 관측결과와 숫자를 일대일 매칭한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 변수의 관측치가 숫자인 경우는 데이터 값 자
체가 확률변수이다.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과 대응하는 확률을 일대일 매
칭한 함수를 확률분포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라 한다. PDF 는 데이터(변수)가 가진 모든 정보를 표현
하고 있다. 변수의 관측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작
은 값, 중앙 위치, 그리고 어느 구간이 관측 가능성이 가
장 높은지 등, 모든 정보를 확률밀도함수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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