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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yclismo.org/tutorial/R/

기본적인사용법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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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ryr.codeschool.com/

기본적인사용법실습



W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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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ka (Waikato Environment for Knowledge Analysis)

• 뉴질랜드 University of Waikato에서개발했으며 GNU 라이선스로공개된데이터분석 / 머신
러닝소프트웨어

• Java 기반으로만들어졌으나사용하기쉬운 GUI 버전또한있으니코딩없이도간단한분석이
가능



Weka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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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cs.waikato.ac.nz/ml/weka/downloading.html 접속
• Java 1.6 이상을설치하지않았다면 “ self-extracting executable that includes 64 bit Java 

VM 1.7” 다운

http://www.cs.waikato.ac.nz/ml/weka/downloading.html


Weka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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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설치
• 자바가없다면자바또한설치



Weka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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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실행후 Explorer 선택



Weka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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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를불러온후원하는분석도구를선택해서사용
• 분석가능 task: classification, clustering, association, variable selection, visualization, tree 

models



Weka 사용법

8

5. Java의메모리제한설정해제
• Weka는 Java 기반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기본적인 setting에서는한번에컴퓨터의메모리에

올릴수있는데이터의양이제한되어있음(512 MB ~ 1 GB)
• 설정을바꿔서메모리제한을풀수있음 (더큰데이터를다룰수있게됨)
• Weka가설치되어있는폴더로이동후메모장을사용해서 “RunWeka.ini” 파일을연다



Weka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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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ava의메모리제한설정해제
• “maxheap”에들어있는값을할당하고싶은메모리양으로바꿔줌



Weka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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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s.waikato.ac.nz/ml/weka/documentation.html
https://www.youtube.com/watch?v=m7kpIBGEdkI

http://www.cs.waikato.ac.nz/ml/weka/documentation.html
https://www.youtube.com/watch?v=m7kpIBGEdkI


HW: 목욕비누구매자세분화 (18. 4)

10

광고/프로모션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객을 군집화하려고 한다.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해 군집화하라.

1.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는, 사용하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동으로 변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모든 변수를 활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석가가 판단하여 관련 없는 변수를 제거하거나

의미있는 변수를 생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1) Member ID와 Demographics 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클러스터링 수행 시에는 제외하자. 추후 각 클러스터의 특성을 들여다 볼 때는

함께 볼 수도 있다.

2) brand wise volume에 해당하는 9개의 변수를 대신하여, ‘브랜드 충성도’라는 유도 변수(derived variable) 한 개를 생성해보자. 여러

브랜드가 아닌 특정 브랜드에 몰려 있을수록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어 보자. 

2. 적절한 K값을 정해보자. 3~5개의 광고/프로모션 전략이 가능하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즉 K는 3~5 사이의 숫자

중에 결정하자.

1) 데이터를 normalize하라. K-means clustering에는 거리 계산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normalize과정이 꼭 필요하다.

2) k=3로 설정해서 k-means clustering을 수행해라.

3) silhouette 결과 값을 확인하라.

4) k를 4,5로 바꿔가며 silhouette 결과 값을 확인하라. 그리고 최적의 k값을 선정하자.

3. 선정된 K로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이용해서, 각 군집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특징을 기반으로 군집별로

광고/프로모션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각 군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라. (Spotfire 활용 가능)



Clustering wit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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