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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사 데이터 분석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사 전문가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해 

인사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적 의사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학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머신 러닝 기법에 대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 전문가에게 데이터 과학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인사 데이터 분석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 

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보다 깊이 있는 

설명과 수학적 원리를 원하거나, 소개된 기법 이외에 다른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실제 분석을 진행해보기를 

권장한다. 분석에 사용한 머신 러닝 기법은 k 최근접 이웃, 

의사결정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심층 신경망 

모형이다. 실제 인사 데이터를 이용해 각 기법으로 퇴사 여부 집단으로 

분류하는 분석을 하였다. 모든 기법에서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퇴사 

집단을 구분할 때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변수들의 관계를 가시적 결과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 기법에서 추출한 변수 중요도를 이용해 

다른 기법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함으로써 모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때 분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할 수 있는 예시로써 본 논문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인사 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 인적 자원 관리, 분류 분석 
학   번 : 2016-2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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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인사 데이터 분석(HR Analytics)는 자료 주도적(data-driven)인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한 의사 결정을 말하고 인적 자원 관리, 통계와 

데이터 과학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합쳐진 것을 뜻하는 분야이다. 

아직까지는 개념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데이터 및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부서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보통신기술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처리, 보고하고 

사람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Marler & Boudreau, 2017). 더 나아가 인사 데이터 

분석은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넘어 네트워킹 분석, 동선 분석까지 

확장될 수 있어 보다 넓은 의미인 피플 애널리틱스(People 

Analytics)로 불리는 추세이다. 

인사 데이터 분석이 점차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재를 확보하고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십년을 근무했던 세대와 이제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의 인력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의 성장과 기대를 

맞추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이다.  

인적 자원 관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이 등장하고 조직 구조가 

생겨나면서부터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발달해왔다. 인사 부서는 사업에서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조직 내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제는 전략적 인사 

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패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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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외에 기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성과가 외부 환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인적 

자원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발전해온 인사 관리의 미래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는 환경적 요구를 맞추고 조직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분석이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Ulrich & 

Dulebohn, 2015).  

그러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분석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들이 직접 분석을 경험하고 어떻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분석 능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Rasmussen & Ulrich, 2015). 실무자들을 위한 인사 

데이터 분석 책들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통계학에 대한 흥미가 없고 통계학에서도 경영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기술 

담당자들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편협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어 협업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인사 데이터 분석 분야가 활발히 적용되고 확장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인사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으려면 대다수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 동안 기피해왔던 

통계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통계학 서적 

혹은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 문헌들은 해당 영역을 전공으로 하였거나 

오랜 기간 그 분야에 종사해 이미 지식이 갖춘 사람들에 의해 쓰이고 

읽혀진다.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까지 한 

사람들이 내용을 받아들여 흥미를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분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보다 쉽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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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이 분석이 어떠한 식으로 

활용될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분석을 하기에 

앞서 어떠한 전략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문제 정의를 내린 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시사점을 제공하고 현실에 반영되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사 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 기법들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점차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현실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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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빅 데이터의 시대에서 실시간으로 조직 내의 수 많은 종류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기에 

법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할 것인지 조직 내에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인사 

부서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데이터의 예시로써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표 형태의 정량적인 자료(데이터)를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온라인 상에 공개된 데이터로 

구성원의 퇴사 여부, 직무 만족도, 부서, 급여 수준, 성과 평가, 일 

평균과 월 평균 업무 시간, 참여 프로젝트 개수, 산업 재해 유무, 최근 

5년 이내 승진 여부로 훈련 데이터 1만개와 검증 데이터 약 3천개로 

이루어져 있다. 10개의 변수 중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구성원의 퇴사 

여부이며 나머지 변수들을 이용해 퇴사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것이다. 위의 데이터와 같은 변수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고, 

수집하기 불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우선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인 구성원의 퇴사에 대한 기존 연구 

문헌을 살펴볼 것이다. 퇴사, 이직(Turnover) 혹은 반대로 직원 

유지(Retention)는 인사 업무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였고,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와 조직 행동에서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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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가장 간명하고 직관적인 

정의의 직원 유지는 “구성원이 조직에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도록 하는 

것 혹은 참여한 프로젝트가 완수될 때까지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Das 

& Baruah, 2013).  

기술 주도적인 산업 환경에서 숙련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과 

스킬이 중요해졌고, 능력 있고 훌륭한 구성원을 찾는 일이 점차 

어려워져 조직에서는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비용적으로도 구성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에(Eley & 

Baker, 2006), 누가 회사에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부서와 인사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Moncarz, Zhao, & Kay, 2009; De Vos & Meganck, 2008; 

Herman, 2005). 특히 전략적 인사 관리를 위해 인적 자원을 조직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으로 여겨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James & Mathew, 2012; Haesli & Boxall, 2005; Bryant & 

Allen, 2013). 반면 Sheridan(1992)은 기존 연구들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직 문화가 

구성원의 성과와 퇴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조직 문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이직과 퇴직 또는 이직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는데, Das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보상, 승진 혹은 성장 기회, 일과 

삶의 균형, 근무 환경 등의 요인이 퇴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퇴사율을 낮출 수 있다는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Das와 Baruah가 제시한 것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직무 만족도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는데, 이직률과 직무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가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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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지만 상관이 크지 않다는 문헌도 있었다(Locke, 1969). 

추가적으로 이직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대다수의 연구에서 실제 이직 여부가 아닌 이직 의도로 연구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여 기업 후기와 퇴사 여부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종서, 김성근, & 강주영, 2017).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사 

담당자라면 과거 구성원의 퇴사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활용하기에 적법한 데이터라면 이를 이용해 이직 의도가 아닌 

실제 퇴사 집단을 구분 지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사 관리에서 퇴사율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직에 

맞게 분석해서 인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이자면 무조건 

퇴사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생산성이 높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가 낮고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조직의 

맥락과 상황에 맞게 분석 목적을 세우고 적절한 기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다음으로 조직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수집할 수 있는 인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시켜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 중 이번 분석에 사용할 

다섯 가지 기법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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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기계 학습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혹은 기계 학습은 예측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통계적 모형을 가정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 기법과 차이가 있다. 

머신 러닝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모델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통계학은 확률론과 모형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에 보다 관심이 

있다(Bruce & Bruce, 2017). 머신 러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다. 지도 학습에서는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여 모형을 

만들 때 실제 결과 값과 모형에서 예측해낸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수정을 거쳐 만든다. 해당 데이터에 퇴직 여부에 대한 결과 값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 머신 러닝 모형들은 지도 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로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다수의 집단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분류할 수 

있다. 혹은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다른 예측 모델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볼 때 사용할 수도 있다. 

구성원의 퇴사 여부와 같이 데이터가 특정 그룹 혹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예측하는 문제를 분류 문제(Classification Problem)라고 한다. 

과거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퇴사한 직원 집단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새로 입사한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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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집단과 특성이 더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도 

학습에는 분류 문제 외에도 직무 만족도 점수 같이 숫자를 예측하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설명할 분석 기법들에 약간의 변형을 하면 수치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추가로 집단으로 구분하는 대신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결과값으로 제공하기도 하니 분석 목적과 필요에 

따라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도 학습에서 모형을 생성하고 이 모형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모형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훈련 혹은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와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 혹은 검증 데이터(test data)로 

나누어야 한다. 이 때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기존 데이터가 

특정 기준에 의해 정렬되어 순서가 있다면 이를 무작위로 섞어야 한다. 

그래서 두 데이터 집단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지 않고 동질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한 

결과가 시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오류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해당 

모형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할 때도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엄밀히 말하면 

편향-분산 트레이드오프(Bias-Variance Tradeoff) 때문이다. 이 

용어는 머신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이유는 머신 러닝이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모형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얼마나 

예측 결과를 잘 만들어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머신 

러닝 적합화(fitting)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인 편향-분산 

트레이드오프는 편향 오류를 줄이면 분산 오류가 커지고 반대로 분산 

오류를 줄이면 편향 오류가 커져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편향 오차란 모델이 실제 세계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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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델링 오차를 말하고, 분산 오차란 학습 

데이터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델링 오차를 뜻한다. 분산 오차는 다른 

말로 훈련 데이터가 달라지면 모델이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형이 학습 데이터를 지나치게 반영해 편향 오차를 줄이는 대신 분산 

오차가 커지게 되면 과잉 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 

과소 적합(underfitting)이 발생한다(James, Witten, Hastie, & 

Tibshirani, 2013). 이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 기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법을 설명할 때 덧붙여 언급할 

것이다. 

모델이 예측을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데이터를 나누어 분류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정확도(accuracy)를 보는 것이다. 정확도란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실제 결과와 비교해 얼마나 정확히 분류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확히 1로 예측한 개수와 정확히 0으로 예측한 

개수를 전체 시험 데이터의 수로 나눈 것이다. 이 정확도는 혼동 행렬로 

구할 수 있는데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이란 실제 결과와 모델이 

예측한 결과(분류 결과)를 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1을 1로 분류한 

것을 참 양성(True Positive), 0을 0으로 분류한 것을 참 음성(True 

Negative)이라고 하고,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 실제 0을 

1로 분류한 것을 거짓 양성(False Positive), 실제 1을 0으로 분류한 

것을 거짓 음성(False Negative)라고 한다. 정확도는 참 양성의 값과 

참 음성의 값을 합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정확히 분류한 

경우를 빼면 두 가지 오류 유형이 남는다. 퇴사하지 않은 사람을 퇴사한 

사람으로 분류한 거짓 양성과 반대로 퇴사한 사람을 퇴사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거짓 음성이다. 이와 관련된 지표들로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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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와 민감도(sensitivity) 또는 재현율(recall), 그리고 특이도 

(specificity)가 있다. 정밀도는 참 양성을 참 양성과 거짓 양성을 합한 

값으로 나눈 것으로, 1이라고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의미한다. 민감도 또는 재현율은 참 양성 값을 참 양성과 거짓 음성을 

합한 것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값이 1일 때 그 중 1이라고 예측한 

비율이며 머신 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값 중 하나이다. 특이도는 참 

음성 값을 참 음성과 거짓 양성을 더한 값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값이 

0일 때 0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말한다.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한 지표로 수신자 조작 특성(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이 있다. ROC 곡선은 임계점 

혹은 절단점에 따라 앞서 설명한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 두 가지 오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임계점을 상당히 낮추게 되면 

퇴사한 사람을 모두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잘못 

판단하게 된다. 반면 임계점을 높게 하면 퇴사한 사람을 예측하는 

확률은 낮아지지만 퇴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 

즉, 임계점에 따라 재현율과 특이도가 변하게 되고 이 둘의 

트레이트오프 관계를 x축을 1-특이도, y축을 민감도로 하여 나타낸 

곡선이 ROC 곡선이다. 그림 1에서 B 곡선이 ROC 곡선이고, A 지점은 

완벽하게 분류해내는 모형이며 C는 무선적, 임의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곡선만으로는 성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ROC 

곡선의 아래 부분 면적(AUC; Area Underneath the Curve)을 수치로 

나타낸다. 이 지표가 AUC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더 좋다. 

그림에서 보면 B와 C 면적을 합한 값이며, 이 값이 0.5에 가까울 때는 

예측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AUC 값이 같더라도 ROC 곡선의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두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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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이 외에도 분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지표가 더 

있다. 가장 계산하기 간단해서 이해하기 쉬운 지표부터 성능을 보다 

엄밀하게 계산하는 방식까지 사용 범위가 넓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성능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엄밀하게 분류 결과를 

따지기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확도를 분류 성능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혼동 행렬을 구하는 R의 패키지(package)와 해당 함수는 우선 

“gmodels”의 CrossTable()이 있다. 간단한 결과를 제공하는 함수로 

table()이 있으며 실제 결과와 예측 결과를 표로 나타낸다. “caret” 

패키지의 confusionMatrix()를 이용하면 정확도 외에 정밀도, 재현율 

등의 척도를 상세히 제공한다. 아래 분석에서 사용할 패키지와 함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패키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참조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면 된다.  



 

 12 

지금까지 머신 러닝의 기본적인 개념과 분류 문제를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 러닝 기법들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다. 첫 번째 기법은 K 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s)이라는 기법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와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이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법은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과 인공 신경망 모델인 딥러닝(심층 신경망 Deep Learning) 

모형이다. 각각의 기법들의 원리가 되는 수학적 이론과 수식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각 기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흥미가 생겨서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한다면 머신 러닝 관련 서적과 통계학 혹은 컴퓨터 공학 

논문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자료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는 구성원의 퇴사 여부이다. 예측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부서, 급여 수준, 성과 평가, 직무 만족도, 

업무 시간(일, 월 평균), 참여하는 프로젝트 개수, 산업 재해 유무, 5년 

내 승진 여부이다. 조직 내에서 이 같은 변수 외에 측정하거나 수집한 

데이터가 있다면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제외하고 분석한다. 각 

기업 내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수가 다를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분석할 수 있다. 

 

K 최근접 이웃 

K 최근접 이웃(KNN; K-nearest neighbors) 기법은 직관적이고 

간단한 분류 방법이다.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이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K개의 이웃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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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들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다수결로 판단해 정하는 

방법이다(Cover & Hart, 1967). 유사한 데이터라는 것은 예측 변수들을 

기준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거리를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인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가 있고 그 외에도 맨하탄 거리(Manhattan distance),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등이 있다. 변수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측 데이터들이 수치형이어야 한다. 또한 

거리를 측정할 때 금액, 개수처럼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면 값이 큰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분석하려는 데이터의 기술 통계를 

먼저 살펴보고 데이터들의 범위를 확인하여 표준화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모든 변수들이 수치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부서 정보와 같이 숫자가 아닌 범주로 

표현된 변수가 있다면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을 이용해 

0과 1로 변환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부서 정보가 있다면 

부서 이름으로 된 변수를 새로 만들어 해당 부서에만 1로 표기하고 

나머지를 0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서의 수, 혹은 부서의 

개수보다 1이 작은 열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이는 R에서 코드를 통해 

변환할 수 있다.  

K의 값을 정할 때는 규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정확도 지표를 활용해 최적의 K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험 표본의 정확도를 가장 높게 하는 K를 찾아 설정해야 한다. K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데이터가 잘 구조화되어 있다면 K값이 

작을 때 잘 동작하고 보통 1~20 정도 사이의 홀수를 사용한다. K는 

편향-분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K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데이터의 잡음까지 고려하게 되어 과잉 적합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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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K의 값이 너무 크면 데이터의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게끔 하는 

최적의 K값을 찾아야 한다. K를 만약 5라고 한다면, 5-최근접 이웃 

분류기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5개의 분류 데이터를 찾아 

그 중 다수결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예측한다.  

R에서 K 최근접 이웃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패키지는 “class”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함수 knn()을 사용해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knn(훈련 데이터, 시험 데이터, 훈련 

데이터가 속한 집단, k값). 또 다른 K 최근접 이웃 분석 패키지로 

“FNN”이 있고 함수의 사용은 서로 유사하나 빅데이터를 다루기에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패키지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분석 시 

필요에 따라 기본 형태에 더해 추가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이다. 이 

방법은 레오 브레이먼과 동료들이 개발한 방법으로 1980년대부터 머신 

러닝의 기법으로 사용되었다(Breiman, Friedman, Stone, & Olshen, 

1984).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분석 결과가 뒤집어진 

나무 형태로 표현되어 해석하기 쉽다는 점과 데이터에 존재하는 상호 

관계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아래 그림을 먼저 보면 맨 

위에서 집단을 크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뿌리(루트, Root)이다. 

뿌리 역할을 하는 변수와 그 값의 범위가 참이면 왼쪽으로 가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잎 노드(Leaf node)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분할 기준은 예측 변수들의 값이 상대적으로 

같은 집단 데이터끼리 묶이도록 반복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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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사결정나무 

 

K 최근접 이웃 기법 등에서 정확도를 모형의 성능 평가 기준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의사결정나무에서는 클래스 순도(Class Purity) 혹은 

반대로 불순도(Impurity) 측정 지표를 사용한다. 이는 분할 영역에 대한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니 불순도(Gini impurity)와 

엔트로피(Entropy)가 있다.  

트리가 커질수록 분할할 때 규칙들이 더 세세해진다. 완전히 다 

자란 트리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갖게 되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류가 커지게 된다.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할 수 있으려면 트리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잔가지들을 제거하여 트리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줘야 한다. 이 방법을 

가지치기(Pruning)라고 한다.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탐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위 

영역, 말단의 잎 크기가 너무 작을 때 분할을 멈추는 것이다. 

파라미터를 조정해 최소 분할 영역 크기를 설정하거나 말단 잎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새로 영역을 분할할 때 유의미한 정도로 

불순도를 줄이지 않으면 분할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이 때 복잡도 

파라미터(complexity parameter)라는 것을 이용해서 복잡도가 

늘어나는 만큼 벌점으로 간주해서 트리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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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 파라미터가 매우 작으면 데이터의 잡음까지 학습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오히려 너무 크면 트리가 너무 작아서 예측 성능이 

떨어진다.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따라 값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최적의 복잡도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은 앞서 K 최근접 이웃에서 K를 

설정하는 것처럼 편향-분산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나무의 R 패키지로는 “rpart”와 “tree” 등이 있다. 

rpart에서는 rpart(분류 결과 ~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1 + 변수2 

+ … + 변수p, 훈련 데이터)로 분석하고, tree에서도 동일하다. 분류 

결과라는 것은 퇴사 여부이다. 의사결정나무를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 

C5.0 알고리즘을 이용해 분석하는 “C50” 패키지의 경우, c5.0(훈련 

데이터, 훈련 데이터 각 행의 집단 정보)로 분석하고 반복 횟수, 오류 

관련 비용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랜덤 포레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의사결정나무 모델로부터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부스팅(Boosting)과 같은 방법들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 

방법들은 예측 성능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뤄볼 것이다. 

여러 개의 모델을 종합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인 앙상블(ensemble) 

모델은 모델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앙상블 기법으로는 배깅(Bagging)과 부스팅(Boosting)이라는 

것이 있고, 의사결정나무에 앙상블 기법이 적용된 것 중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이다. 랜덤 포레스트란 매번 표본을 다시 추출해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데 변수도 무작위하게 추출하는 것이다(Breiman, 2001). 주머니 

외부(OOB; Out of Bag) 추정 에러는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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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만든 모형의 오차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나무에서는 하위 

영역을 생성할 때 지니 불순도 같은 값을 최소화하는 변수와 값을 

정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하나만 있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가능했던 

직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예측 성능이 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측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어서 변수가 많을 경우 유리하다. 변수 중요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한 변수의 값을 무작위로 섞었을 

때 주머니 외부 추정 에러로부터 얻은 모델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한 변수를 기준으로 모든 노드에서 

불순도 점수의 평균 감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정확도와 지니 

불순도가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변수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방법들을 활용해 모델을 수정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 R에서 분석하려면 “randomForest” 

패키지를 사용한다. 전체적인 양식은 의사결정나무와 비슷하지만 

randomForest(분류 결과 ~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 

importance=TRUE)에서 importance=TRUE로 지정해주어 변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varImpPlot() 함수를 사용하여 변수 중요도에 

대한 점으로 표시된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고, Type 1, 2에 따라 

정확도와 지니 불순도를 기준으로 한 결과를 각각 얻을 수 있다.  

 

서포트 벡터 머신 

다음으로 분류 분석에 사용할 기법은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집단을 나눌 때 

각 데이터를 공간 상에 위치시켜서 그 경계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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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을 찾는 방법이고, 이 평면을 초평면(hyperplane)이라 부른다 

(Cortes & Vapnik, 1995). 두 집단 사이를 가장 멀리 분리시키는 

초평면을 찾는 것이 목표이고 초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집단의 점들이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이다. 이 기법의 원리는 기하학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평면에서 직선 

사이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의 

개수를 차원의 개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 변수의 점수들을 좌표로 

하는 것이 한 명 사람의 데이터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만족도와 최근 성과 평가 점수만을 변수로 고려하여 

만족도를 x축, 성과 평가 점수를 y축으로 하는 평면을 생각해보자. 

데이터에서 만족도 점수가 0.91, 성과 평가 점수가 0.94인 사람은 

퇴사하지 않았고, 만족도가 0.36, 성과 평가가 0.47인 사람은 퇴사를 

하였다고 하자. 이 두 사람을 포함하여 만족도와 성과 평가 점수 평면에 

위치한 수 많은 사람들 중 퇴사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직선이 존재한다면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초평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집단을 잘못 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오차 혹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에 추가해 이를 최소화하는 평면을 찾으려 한다.  

 

그림 3. 서포트 벡터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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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만족도와 성과 평가 점수 두 변수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측정하여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추가시켜 차원을 확장시켜 분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에는 커널 방법(kernel method 혹은 kernel 

trick)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적용해 두 점수에 여러 조건을 더해 공간을 

더 확장시켜 분리하는 평면이 존재하게끔 할 수 있다. 커널 방법은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변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성과 평가나 승진 여부는 구성원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수학적 변환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바꿀 

것인지는 커널 함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시행착오를 통해 데이터에 맞는 커널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추가로 커널에 따라 비용(cost) 등 파라미터를 조정해주는 

과정도 필요하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다음으로 살펴볼 신경망 모형보다는 간단하고 

사용이 쉬운 편이다. 또한 과잉 적합도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이라 예측 

성능도 좋다. 그렇지만 커널 기법 등을 적용하면서 모형이 복잡해지고 

모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기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맨 처음 설명했던 k 

최근접 이웃 기법처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거리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서 정보 같은 범주형 변수를 변환시켜 사용하든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분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e1071” 

패키지를 사용하여 svm(분류 결과 ~ 예측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 

훈련 데이터, kernel=“커널의 종류”, 커널에 따른 파라미터)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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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과 커널에 따른 파라미터의 예를 들면 “linear” 커널의 경우 

“cost”의 값을 지정해주어야 하고, “radial”의 경우 “gamma”와 “cost”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커널에서 어떠한 파라미터를 조정해주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용해야 한다.  

 

심층 신경망 

마지막으로 다룰 모형은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일종인 심층 신경망, 딥러닝(deep learning) 모형이다. 인공 신경망 

모형은 뇌에서 신경 세포인 뉴런이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 출력 신호를 

내보내는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방법이다. 인공 지능이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대중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 대표적인 기법인 인공 

신경망은 1940년대에 개념이 등장하였고(McCulloch & Pitts, 1943),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통해 학습 과정을 제시한 연구(Rosenblatt, 

1958)와 은닉 계층과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의 개발(McClelland, 

Rumelhart, & Group, 1987) 등 몇 차례의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인공 신경망 모형은 하나의 신경 세포 뉴런을 의미하는 노드(node), 

세포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계층(layer), 그리고 노드와 계층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식에는 다음 뉴런으로 신경 

전달을 물질을 내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활성화 함수가 있고, 

입력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넘어갈 때 

부여되는 가중치가 있다. 신호의 값과 가중치가 곱해진 것이 다음 

노드에서 활성화 함수의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출력되어 또 다른 노드로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입력 계층에서 출력 계층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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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계층(input layer)은 말 그대로 입력 변수, 우리가 측정하거나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층이고, 출력 계층(output 

layer)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값, 여기서는 퇴사 여부를 말한다. 

그리고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 사이의 노드들이 존재하는 층을 은닉 

계층(hidden layer)이라 한다.  

 

 

그림 4. 인공 신경망 

 

심층 신경망, 딥러닝 모형은 인공 신경망에서 노드와 은닉 계층이 

실제 인간의 뇌처럼 무수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 딥러닝 모형에서 

수없이 많은 입력 변수들이 변환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출력 변수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해석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딥러닝 모형은 서포트 벡터 머신과 더불어 블랙박스 모형으로 불린다. 

그렇지만 딥러닝 모형에서도 가중치를 기준으로 한 변수 중요도를 

결과로 제공하기도 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커널의 종류를 선택했던 것과 유사하게 

딥러닝 모형으로 분석을 할 때 사전에 지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은닉 

계층의 수, 은닉 계층마다 노드의 수, 활성화 함수를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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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 잡아낼 수 있어 학습 데이터에 대해 잘 분석할 수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형을 간단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학습 데이터에만 잘 적용되는 모델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은닉 계층의 수와 노드의 수는 적게 시작하고 점차 그 개수를 

늘려 분석해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지정해 줄 것은 활성화 함수이다. 

활성화 함수는 출력 신호의 범위에 따라 대표적으로 계단 함수(step 

function),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하이퍼볼릭 탄젠트(hyperbolic 

tangent) 등이 있으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더 적합하다고 알려진 

함수가 존재한다.  

딥러닝 모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의사결정나무에서 불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형을 만들었 듯이 계층과 노드를 거쳐 생성해낸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차이가 적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입력 계층에서 

출력 계층으로 진행하면서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를 적용시켜서 출력 

신호를 만들어낸 뒤 결과를 비교하고 오차를 역방향으로 전파시켜 

가중치를 수정시킴으로써 오차를 점차 줄여 나간다. 이 방법을 

역전파(backpropagation)라고 한다(Rumelhart, Hinton, & Williams, 

1988).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경사 하강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활성화 함수를 미분해서 가중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오차의 증가와 감소를 계산하여 오차가 

최대로 감소하게끔 가중치를 학습률(learning rate)에 따라 값을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순방향과 역방향 단계를 반복하여 오차를 

수정하는데 이 순환 과정을 주기(epoch)라고 한다. 활성화 함수와 노드, 

계층과 더불어 학습률, 주기 등도 학습에 있어 설정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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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신경망 모형은 분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데이터 학습 수행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고 인공 지능을 대표하는 모델링 방법이다. 그러나 

훈련 과정에 계산이 많고 과적합이 되기 매우 쉽다는 단점도 있다. 다른 

기법들에서 변수를 조정해주거나 부서 관련 정보를 염두에 둬야 했던 

것에 반해 심층 신경망 모형은 데이터에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심층 신경망 분석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전에 설정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배경이 되는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여 보다 정교하고 예측이 뛰어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인공 신경망 형태의 다양한 변주가 있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결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모형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R에서 인공 신경망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패키지들로는 “nnet”, 

“neuralnet”, “deepnet”, “keras”, “h2o” 등이 있다. 가장 간단하게 

neuralnet(분류 결과 ~ 분류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 훈련 

데이터)의 형태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은닉 계층의 수를 조정하려면 

neuralnet()에서 “hidden=은닉 계층의 개수”를 추가로 넣어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R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언어로부터 유래한 

패키지의 경우, 패키지 설치와 분석 환경을 사전에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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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사자료에의 적용 
 

이제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분석 기법을 데이터에 적용시켜 볼 

단계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영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지 

정하고 기존의 상식과 연구 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새로운 사람,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예측 

도구로써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예시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퇴사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변수가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퇴사 여부로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형을 

만들어 볼 것이다.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변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변수가 숫자로 

되어있는 수치형인지, 부서 정보와 같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범주형 

변수인지에 따라 분석시에 다르게 취급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급여 

정보와 같이 공개되기에 민감한 정보라면 상, 중, 하처럼 범주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 분석에 임하고자 할 때 조직 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차이가 날 것이다. 부서 형태가 다르고, 성과 평가 방식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입력 형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같을지라도 조직마다 

사용하는 문항과 응답 양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데이터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각 변수 별로 분포의 모양을 확인하고, 기초 통계량 예를 

들면 평균, 최솟값과 최댓값, 최빈값 등을 본다. 그리고 이상치와 결측치 



 

 25 

등의 데이터 수준의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데이터는 온라인 상에 현업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과학자가 올린 한 기업의 인사 데이터로 구성원의 퇴사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부서, 급여 수준, 성과 평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개수, 

근무 시간(일, 월 평균), 직무 만족도, 산업 재해 유무, 5년 내 승진 

여부를 이용하였다. 실제 퇴사율은 76%이고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에서 동일하다.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서 정보는 범주형 

변수이고, 급여 수준은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순서가 

있는 변수이다. 데이터 상에는 편의를 위해 3, 2, 1로 표기하였다. 성과 

평가와 직무 만족도는 0에서 1 사이의 점수이고, 프로젝트의 수와 일 

평균, 월 평균 근무 시간은 정수로 된 수치형 변수이다. 산업 재해와 

5년 내 승진 여부, 퇴사 여부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이진형 변수이다. 

훈련 데이터의 각 변수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나열된 그래프와 같다. 

 

 

그림 5. 부서 막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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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급여 수준 막대 그래프 

 

그림 7. 성과 평가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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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프로젝트 수 막대 그래프 

 

그림 9. 일 평균 근무 시간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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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월 평균 근무 시간 히스토그램 

 

그림 11. 직무 만족도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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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산업 재해 유무 막대 그래프(좌) 

그림 13. 5년 내 승진 여부 막대 그래프(우) 

 

변수에 따라 막대 그래프 혹은 히스토그램으로 데이터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간단한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해볼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법을 반드시 

사용해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통계 기법만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분석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법들이 더 나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변수의 종류가 상당히 많거나 기존 방식보다 더 나아간 분석을 

원한다면 다음으로 설명할 분석 결과들을 참고하여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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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각 방법과 R과 같은 통계 분석 

패키지 내의 함수에 맞게 데이터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그냥 0과 1의 숫자형으로 두고 분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Stay”, “Left”와 같은 형태의 요인(factor) 

형태로 변형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서 정보와 같이 여러 

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변수의 경우 원-핫 인코딩 등의 변형 기법을 

통해 숫자 형태로 바꾸어야 하기도 한다. 혹은 사전 단계에서 부서 

정보를 이용해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부서 간 차이 여부에 

따라 다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변수를 활용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과 분석 도구에 맞춰 때에 따라 적절히 변형시키거나 

상황에 따라 판단을 더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랜덤 포레스트와 심층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그리고 K 

최근접 이웃과 서포트 벡터 머신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랜덤 포레스트와 

딥러닝 결과에서는 변수 중요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모형에서 변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분석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나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했듯이 분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나무의 모양을 보고 추려볼 수 있었고, 변수를 따로 

선택하여 봤을 때 해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K 최근접 이웃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변수에 대한 중요도 내용을 얻기 어렵지만 위의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생성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아래의 결과가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상황과 분석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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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우선 랜덤 포레스트에서 변수 중요도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14. 랜덤 포레스트 정확도 기준 변수 중요도 

 

그림 15. 랜덤 포레스트 지니 불순도 기준 변수 중요도 

 

앞서 분석 기법을 소개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는 

정확도와 지니 불순도를 기준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선정하였다.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은 변수들로 만든 모형의 오차율이 정확도와 지니 

불순도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정도가 큰 것 순서대로 중요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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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순위를 매겼다. 두 변수 중요도 순위에서 모두 직무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의 결과 상에서 

만족도를 제외하고 네 개씩 변수를 묶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프로젝트의 개수, 근무 시간, 

최근 성과 평가 네 가지 변수가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만족도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4개의 변수는 부서, 

급여 수준, 산업 재해, 지난 5년 간의 승진 여부였다. 

 

심층 신경망 분석 결과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전체 결과를 종합한 변수 중요도를 제시하였던 

반면 인공 신경망에서의 변수의 중요도는 파라미터를 조정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다. 아래 표는 계층과 노드의 수를 조정하였을 때, 그리고 

학습 순환 주기를 늘렸을 때 학습 정확도와 예측 정확도, 변수 중요도를 

1위부터 5위까지 나타낸 표이다. 이 같은 기계 학습 기법을 적용할 

때의 가장 큰 한계는 변수 중요도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은닉 계층의 수가 2개이고 각 계층별로 10개와 20개의 노드로 

설정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은 30회 훈련을 기준으로 변수 중요도를 

보면 일 평균 근무 시간, 만족도, 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 프로젝트 수, 

최근 성과 평가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는 변수는 이번 딥러닝 분석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분석 결과에서 보겠지만 

의사결정나무에서도 이 변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분석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상황과 맥락이 없다면 이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기 어렵다. 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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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을 가지고는 급여를 높게 받는 사람이 이직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계층 수 
계층별 노드 

주기
(회) 

학습 
정확도 

예측 
정확도 

변수 중요도 

계층 수: 2 
계층별 노드: 
(10, 20) 

10 93.17% 93.26%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직무 만족도 수준 
3. 최근 성과 평가 
4. 프로젝트 수 
5. 연구 개발 부서 

20 94.50% 94.1%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직무 만족도 수준 
3. 급여 수준 높음 
4. 프로젝트 수 
5. 월 평균 근무 시간 

30 94.72% 94.90%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직무 만족도 수준 
3. 급여 수준 높음 
4. 프로젝트 수 
5. 최근 성과 평가 

40 93.25% 92.63%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프로젝트 수 
3. 직무 만족도 수준 
4. 최근 성과 평가 
5. 급여 수준 높음 

50 93.12% 93.33%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프로젝트 수 
3. 직무 만족도 수준 
4. 급여 수준 높음 
5. 최근 성과 평가 

100 93.38% 93.46%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프로젝트 수 
3. 직무 만족도 수준 
4. 최근 성과 평가 
5. 월 평균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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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수: 3 
계층별 노드: 
(10, 20, 30) 

40 93.99% 94.10%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프로젝트 수 
3. 직무 만족도 수준 
4. 급여 수준 높음 
5. 최근 성과 평가 

100 95.06% 94.76% 

1. 일 평균 근무 시간 
2. 직무 만족도 수준 
3. 급여 수준 높음 
4. 최근 성과 평가 
5. 프로젝트 수 

표 1. 심층 신경망 분석 결과 

 

계층의 수를 3개로 늘리고 동일하게 주기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괏값 중 정확도가 높게 나온 두 결과를 표에 추가로 제시하였다. 특히 

주기가 100회 일 때 변수 중요도의 4, 5위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면 

계층을 2개로 하여 30회 학습을 반복한 결과와 같기 때문에 이 

정확도와 순위를 최종 결과로 사용하여도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공 

신경망 모형은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사용하여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가 적다면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다음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 해석 가능성이 큰 의사결정나무의 

분석 결과를 통해 위의 두 방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변수 간의 관계와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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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의사결정나무 모든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위의 결과는 의사결정나무에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직무 만족도, 근무 시간과 참여 프로젝트 개수, 최근 성과 평가 네 개의 

변수만이 모형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한 변수가 여러 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랜덤 포레스트와 심층 신경망에서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퇴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가지를 나눌 때 사용된 변수의 기준 점수들을 볼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퇴사 여부 집단으로 나눈 결과를 해석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변수가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해석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변수를 선정하여 다시 분석을 

하였다. 

 
그림 17. 의사결정나무 직무 만족도와 프로젝트 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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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나무는 만족도와 프로젝트 개수만 사용하였을 때, 만족도, 

프로젝트 참여 개수, 일 평균 근무 시간을 분석에 사용하였을 때, 세 

개의 변수에 최근 성과 평가를 추가하였을 때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즉 네 개의 변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와 프로젝트 개수가 집단을 

분류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가 0.465점 

이상인 집단은 퇴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족도가 낮고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개수도 2.5개보다 적은 집단은 퇴사를 하였다. 프로젝트의 

참여 개수가 2.5개 이상이고 만족도도 0.115점보다 높기만 하다면 

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만족도가 극단적으로 낮다면 퇴사를 하였다. 이 

같은 경우 만족도가 낮고 프로젝트 참여 개수가 많은 집단은 지금 

당장은 업무에 책임을 맡고 있기에 이직 혹은 퇴사 결정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림 18. 의사결정나무 직무 만족도와 근무 시간 분석 결과 

 
그림 19. 의사결정나무 프로젝트 수와 근무 시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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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결과는 만족도와 근무 시간만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다. 그 

결과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회사에 더 머물겠지만 만족도가 낮고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도 짧을 경우 퇴사를 하였다. 하단 결과는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개수가 많으면 위의 결과처럼 회사에 남았지만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적고 시간도 적게 보내면 퇴사하였다. 프로젝트의 

개수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기여도로 볼 수 있고 조직 내의 

중요도로도 여길 수 있다면 만족도가 낮더라도 업무에 대한 의무, 

책임감, 소속감 등의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퇴사율을 낮출 수 있다. 

 

 
그림 20. 의사결정나무 직무 만족도, 근무 시간, 프로젝트 수, 성과 평가 

분석 결과 

 

앞서 처음 제시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조금 더 큰 나무를 만들어보았다. 정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한 모형보다 좀 더 복잡한 모형을 만들어 변수들 간의 또 다른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성과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만족도가 높은 집단인 왼쪽 

가지를 보면 근무 시간이 길고 평가도 잘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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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가 높으면 업무 능력이 높다는 것이고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다른 기업에서 이직 제안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해당 회사에서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을 수 있고 적절한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해 

이직하였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나무 결과를 보면서 퇴사 분류 기준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랜덤 포레스트나 딥러닝 모형에 비해 어느 정도 

변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인사 데이터 분석에서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확인할 때 실제 분석하려는 기업의 상황, 

맥락에 맞게 이해하여야 하고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존 조직 심리학 

연구들을 활용하여 해석에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결과들은 지금까지 퇴사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 

들어올 구성원의 퇴사 여부를 예측해 본 것이다. K 최근접 이웃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때 랜덤 포레스트, 심층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밝힌 중요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K 최근접 이웃 분석 결과 

K 최근접 이웃은 가장 간단하고 설명하기 쉬운 기법이다. 대신 K의 

값을 일일이 조정해주어야 한다는 점과 거리 개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치화 해주고, 표준화나 정규화도 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서 분석해야 한다. 원래 데이터 상에 상, 중, 하로 표시 되어있던 

급여 정보는 3, 2, 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부서 정보 같은 범주형 

변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숫자를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것끼리 

거리를 자의적으로 지정해주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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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부서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새로 

만드는 변수가 개수가 너무 많다면 오히려 거리가 유사한 데이터가 많이 

생기게 되어 K 최근접 이웃 분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예 

분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서 부서 정보가 퇴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이 정보를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고, 부서별로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면 데이터를 나누어 부서에 

따라 다른 통계 모형을 만들어 예측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분석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k 최근접 이웃에서는 적당한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결과가 더 

신뢰할 만 했다. 아래 표에 제시된 K 최근접 이웃 결과는 부서 정보를 

제외한 변수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와 앞선 결과들에서 중요한 변수로 

선정된 만족도와 프로젝트 변수만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만족도, 

프로젝트 개수에 근무 시간을 추가해 분석하였을 때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K를 1에서 20 사이의 홀수로 하여 나온 결과들 중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변수의 개수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 참 양성 참 음성 정확도 

만족도•프로젝트 3 499 2239 91.30% 

만족도•프로젝트•근무 시간 7 644 2257 96.73% 

모든 변수(부서 제외) 
1 672 2241 97.13% 

3 656 2222 95.97% 

표 2. K 최근접 이웃 분석 결과 

 

부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분석에 사용했을 때 K=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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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k 값을 증가시킬수록 95%대의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졌다. 이는 새로 예측해야 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하나의 데이터가 속한 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과잉 적합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만족도와 프로젝트, 이에 더해 근무 시간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무 시간을 더했을 때 정확도가 훨씬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족도와 프로젝트 개수만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참 음성의 개수가 

20개 미만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참 양성의 개수가 훨씬 적어졌다. 

대신 실제로 퇴사한 경우를 잡아내지 못한 거짓 음성 개수가 69개에서 

21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시험 데이터의 개수는 정확히 2,999개이다). 

위의 분석 이외에도 변수의 조합을 다양하게 투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형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확인해봐야 하는 

모형의 가지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결정나무나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기법으로 먼저 분석해보고 중요한 변수들을 선정할 수 있다. 혹은 

관심이 있는 변수들이 있다면 모형을 만들 때 이를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선정된 변수들 

다음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포트 벡터 머신 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분류 분석 결과이다. 

분석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형(linear) 커널, 다항(poly) 커널, 

방사(radial) 커널을 사용하였다. 범주 변수로 제시된 급여와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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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변수를 넣었을 때와 부서 정보만 제외하였을 때 세 커널에 대한 

참 양성, 참 음성 그리고 정확도는 아래 표와 같다. 그 다음으로 하단에 

제시한 표에서는 K 최근접 이웃에서처럼 급여 정보를 높음, 보통, 낮음 

범주가 아닌 3, 2, 1의 순위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참 양성 참 음성 정확도 

선형 커널 636 2246 96.10% 

다항 커널 649 2267 97.23% 

방사 커널 655 2267 97.43% 

실제 결과 713 2286 - 

표 3. 서포트 벡터 머신 부서, 급여 제외 분석 결과 

 

 참 양성 참 음성 정확도 

선형 커널 637 2242 96.00% 

다항 커널 654 2260 97.17& 

방사 커널 663 2260 97.47% 

실제 결과 713 2286 - 

표 4. 서포트 벡터 머신 부서 제외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세 커널 모두 파라미터 조정을 거쳤을 때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선형 커널보다는 다항 커널, 방사 

커널에서 조금 더 높은 97%대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커널의 사용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 커널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커널이 있다면 사용해도 좋다. 급여 변수는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딥러닝 

결과에서는 급여가 높은 경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그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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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벡터 머신은 K 최근접 이웃 기법보다 모형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에 심화된 통계적 지식과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분석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새로 

예측해야 할 데이터 집단이 있을 때 활용하기 매우 적절하다. 

 

이번 분석에서는 퇴사 여부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류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필요하다면 각 개인에 따라 퇴사 확률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도 있다. 또한 분석 기법들은 퇴사 여부뿐 아니라 성과, 

만족도 등 다른 변수에 대해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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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분석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변수 중요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면 세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직무 만족도,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개수, 

그리고 근무 시간을 중요하게 선정하였다. 이에 최근 성과 평가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에 있어 차이는 있었지만 퇴사 여부를 

예측하는 9개의 변수들 중에서 위의 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본 것이다. 심층 신경망 모형에서는 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도 

주요한 변수로 보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하였다.  

중요한 변수들을 기준으로 분류 모형을 만들어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예측 모형을 만들었을 때, k 최근접 이웃 기법보다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정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은 

블랙박스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내부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과를 

산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K 최근접 이웃 기법은 정확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정확도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다만 모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에는 

과잉 적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분석 결과의 수치는 실제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기법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일부 보여줄 수 있었다.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단계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 

때에는 또 다른 자세하고 심화된 문헌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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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금까지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해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퇴사 여부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 변수들을 다음 분석에 반영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랜덤 포레스트와 딥 

러닝에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차원의 양적인 측면에서 변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의사결정나무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하나의 기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상호 보완하여 전반적으로 주요한 변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퇴사 집단을 분류함에 있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K 최근접 이웃 기법은 간명하게 설명될 수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정확도가 높은 기법으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기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퇴사 여부에 대한 머신 러닝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기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장점을 기억해 

필요시에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실 분석 기법 하나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과 조직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분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분석 

기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보편적인 기법들 외에도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이 있다. 위의 기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기법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분석한 뒤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조직의 상황에 맞게 민감한 사안이나 

내용을 고려하여서 분석 결과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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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R Analytics applying  
Machine Learning for  

Retention Classification 
 

Boram Yu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esource Analytic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area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However, the majority of HR 

professionals do not have the ability to analyze data, and they are 

unable to utilize HR data for strategic decision making. This paper 

briefly explains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even without background in statisti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apply data science for 

human resources managers so that HR analytics can become 

mainstream in Korea in the near future. If you want in-depth 

explanations and mathematical principles, or if you need other 

analysis tools in addition to the techniques introduced, it is 

recommended that you refer to the relevant books and paper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used in the analysis are k nea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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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s, decision trees and random forests, support vector 

machines, and deep neural network models. The actual personnel 

data were used to classify the group of employees who left the 

company or not. In three techniques, variables that are more 

important were identified, and the results are used to find the 

meaningful patterns in the data. As I have presented the points to 

consider in the analysis process, I look forward to using this paper 

as an example of reference when you try to analyze real data in 

y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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