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1호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활용사례
Big data analysis Technologies and practical examples

김재생(김포대학교)
차 례
  1. 서론

  2.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황

  3.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4. 결론
■ keyword :∣빅데이터 분석∣하둡∣마훗∣NoSQL 등

1. 서론
디지털 경제시 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는 트 터, 페

이스북, 미투데이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사용과 함께 개인정보와 치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하 다. 빅데

이터란 그 규모가 방 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자와 상 데이터를 포함하

는 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구 , 페이스북, 아마존, 야

후 등의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업체들이 빅데이터 기반

의 소셜 분석 효과를 입증하면서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

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운 을 도모하고 있

으며, 민간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성 향상

과 로세스 효율화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루 평균 1억 5500만 건의 데이터가 트 터상에서 발

생하고, 유튜 의 하루 평균 동 상 재생건수는 40억 회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로벌 데이터 규모는 2012년에 

2.7제타바이트, 2015년에는 7.9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

으로 측하고 있다[1].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일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형 데

이터이며, 거의 아무런 경제  가치도 없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취합된 집단 인 데이터는 분석 여하에 따라 소

비자의 미래 행동을 측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막 한 부가가치 창출의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황과 국내외 

활용사례에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현황
2.1 빅데이터 기술 개념
빅데이터 기술 분야는 다양하며 시스템 으로 복잡한 

기능과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분야별로 문화된 기술과 

제품의 통합이 필요하다. 재 시장 우 를 하고 있는 

특정 기술과 제품은 없으나 오 소스 기술, 상용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경쟁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크게 데이터 수집기술, 장기술, 처리기술, 분석기술, 표

  활용기술, 리(Infra, Biz)기술 분야로 나  수 있

다. 각 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술  문제 은 다음과 

같다[2]. 

- 수집 기술: 실시간 용량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재시간 단축 등과 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문제

은 용량 데이터의 재시간이 체시간의 부분

을 차지하며, 데이터가 지속 으로 증가한다는 이다. 

- 장기술: 용량 데이터의 장, 수평  확장 용이

성 등에 낮은 TCO(Total Cost of Ownership)실

, 장된 데이터의 효율  리 기술 등이 필요하

다. 문제 은 데이터 장과 리에 고비용이 든다

는 이다. 

- 처리 기술: 다차원 데이터의 고속 연산과 다  노드

를 처리할 수 있는 분산/병렬처리 기술 등이 필요하

다. 그러나 처리  연산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장시간의 처리로 인해 데이터의 시성이 부족하다. 

- 분석기술: 검증된 통계  기법 기반의 고  분석과  

실시간 분석,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탐색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요구된다. 문제 은 데이터 분석에 



15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활용사례

무 많은 연산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통계 

분석 기법의 로그램 구 과 검증 문제, 분석 문

가의 부재 등이다.

- 표 /활용: 용량 데이터의 요약 기술, 직  표  

기술, 다차원 데이터의 비교  분석 표  기술, 실시

간 인지  응 기술, 분석된 빅데이터의 해석과 의

미 악을 한 지원 도구, 다차원 빅데이터의 효율

인 비교 분석 방법 등이 필요하다.

- 리기술: 오 소스 리도구 제공  통합 인 라 

리 체계 기술(설치, 모니터링, 제 등), 수집부터 

활용까지 각 역을 통합하는 비즈니스 로직 리 

기술 등이 필요하다. 단 은 다수 장비로 구성된 인

라의 리 곤란, 오 소스 기반 리도구의 부족, 

분석 련 비즈니스 로직이 분산되어 리하기 어렵

다는  등이다.

빅데이터 기술의 분류는 장, 처리, 분석의 구 방식

에 따라 디스크기반 기술, 인 메모리(In-Memory)기반 

기술, In-DB기반 기술 등으로 나 다. 디스크기반 기술

은 주로 오 소스 기술들로 가 디스크를 사용하여 

용량 데이터를 장, 리, 분산, 병렬처리하는 기술이다. 

다수의 서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 분산, 장하여 장

소를 확장하고, 병렬 처리를 통해 연산성능을 향상시켜

다. 디스크 기반 SW 솔루션은 Hadoop,  DISCO, 

Hbase, Cassandra, MongoDB, Sybase IQ, 

GreenPlumn, Vertica Endeca 등이 있다. 인-메모리 기

반 기술은 메모리 내 고속 연산 기능을 이용하여 용량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탐색  데이터 분석

이 가능하다. 디스크보다 Read/Write 속도가 빠르며, 압

축기술과 그리드 컴퓨  형태로 단일 노드의 메모리 제

약을 극복하 다. SW 솔루션으로는 R, Revolution R, 

VoltDB, SAP HANA, SAS inmemory, GridGain, 

Tableau, Spotfire, QlickView 등이 있다. In-DB기반 

기술은 RDBMS 는 분산/병렬 DBMS내부에 분석기

능을 탑재해서 DB 서버들간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고, 

재 부하 시간을 단축하고 분석의 효율성을 강조한 기

술로서, SAS in- database, Teradata Aster 솔루션 등

이 있다[3]. 

2.2 오픈 소스 분야
2.2.1 하둡(Hadoop)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해서는 병렬처리 시스템인 클

라우딩 컴퓨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둡은 클라

우딩 컴퓨 을 이용해서 안정 이고 효과 으로 빅데이

터를 처리하는 솔루션이다. 하둡은 분산 일 시스템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맵리듀스

(MapReduce)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HDFS와 

MapReduce는 물리 으로 같은 서버에 공존하고 있으

며, 하나의 마스터와 다  슬 이  구조를 갖고 있다. 

HDFS는 GFS(Google File System)를 모델로 해서 만

들어진 오  소스이다. 따라서 HDFS는 GFS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 HDFS는 용량의 일을 청크(chunk, 

64MB)라는 단 로 분할하여 데이터노드에 3개씩 분산 

장된다. 청크가 어느 데이터 노드에 장되었는지에 

한 메타데이터는 네임노드에 장된다. HDFS는  자

바로 개발된 순수 자바 일 시스템으로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며 한 두개의 데이터 노드의 장애에도  문제

없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 용량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효율 인 시스템이다[그림1].

▶▶ 그림 1. HDFS 구조[4] 

맵리듀스 임워크는 데이터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

던 용량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일 처리로 연산시킬 

수 있는 분산/병렬처리용 로그래  모델이다. 용량 

데이터로부터 Key-Value에 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

하며, Binary 탐색, Hash 알고리즘 용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를 고속으로 실행시켜 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하둡은 로그 데이터와 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장  분석, DW의 데이터 클 징과 ETL 작업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4].

 

2.2.2 NoSQL(Not Only SQL)

NoSQL은 국인 Johan Oskarsson이 오 소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토론을 해 주 한 모임의 이름에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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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다. NoSQL은 용량 웹 서비스를 하여 만들

어진 계형 데이터 장소이다. 량의 분산 데이터를 

장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스키마 없이 사용 가능하며, 

데이터 근 시에 SQL질의 방식과 계형 데이터 모델 

신에 API 는 자체 질의어를 사용하고 있다. NoSQL

의 장방식은 데이터 모델에 따라 가장 단순한 구조의 

Key-Value 형식, XML 는 JSON 구조화된 데이터를 

Value로 갖는 문서모델 형식, 컬럼기반 장구조를 갖는 

컬럼 모델 형식, 계 연산에 최 화된 그래  모델 형식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10]. 

키-값 모델 방식은 키-값 구조로 데이터를 장하며, 

단일키 처리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다 연산 서비

스나 값 기  검색 서비스에는 알맞지 않다. 문서 모델로

는  MongoDB, CoushBase, 테라스토어, 이 DB 등

이 있다. MongoDB는 기본 으로 memory mapped 

file을 사용하며, 데이터를 논리 으로 메모리 공간에 

장하고, 일정 주기에 따라서 메모리 블럭을 OS에 의해서 

디스크에 장한다. 메모리에 장되는 내용은 실제 데

이타 블록과 인덱스 자체가 장된다. 단편 인 용량 

데이터의 장과 출력이 편하여 주로 인터넷 기업, B2C 

기업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그림2][5].

▶▶ 그림 2. MongoDB의 Physical 데이타저장구조[5]

컬럼 모델은 HBASE, 카산드라, 하이퍼테이블 등이 

해당된다. 컬럼은 컬럼 이름, 컬럼 값, 타임스탬 로 구성

되며, 컬럼의 집합은 row와 row key로 구성된다. 이 모

델은 쓰기가 가장 특화되어 있으며, 채 내용, 메일 장

소, 알림내용 장, 실시간 분석을 한 데이터 장소 

등의 서비스 구 에 합하다[그림3][6]. 

그래  모델은 노드와 계로 구성되며, 계는 조회조

건으로 사용되며, 방향성이 있다. 연 검색이나 친구추

천, 내 친구가 좋아하는 화 추천받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DB로는 Neo4J, OrientDB, HypergraphDB, 

Infinite Graph등이 있다[6].  

▶▶ 그림 3. HBase Cluster Architecture[6]

2.2.3 오 소스 분석 솔루션

오 소스 분석 솔루션으로는 SAS, SPSS 등이 주로 

사용되어왔으나 최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 

분석엔진 'R'이 나타났다. R은 미국 벨랩에서 개발한 

'S' 로그래  언어로 데이터, 분석함수, 분석결과 등을 

모두 객체로 인지하는 데이터 분석용 객체지향 로그래

 언어이다. S의 GNU버 으로 최신 통계분석 기법들

이 내장되어 시각화 기능도 제공해 다. R은 용량 데

이터 처리 분석을 한 분산 컴퓨  오 소스 소 트웨

어 하둡을 지원하고 있다. 퍼듀 학교의 Saptarshi 

Guha는  R을 하둡 환경에서 맵리듀스와 연결시켜 수백

만 개의 데이터를 매우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는 

RHIPE(R and Hadoop Integrated Processing 

Environment)를 개발하 다[2].  

마훗(Mahout)은 기계학습의 표 인 오 소스로서 

하둡 진 이 매 로젝트마다 반복 으로 구 되는 맵리

듀스 분석 알고리즘을 라이 러리화하여 만들어졌다. 마

훗이 지원하는 알고리즘은 분류, 클러스터링,  추천, 패턴 

마이닝, 회귀분석, 차원 리덕션, 진화 알고리즘  벡터 

유사도 등의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추천(Recommenda 

tion)은 CF(Collaborative Filtering)기법처럼 선호 정

보를 악하여 합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법이다. 실

제 아마존 사이트에서 소개되는 기법은 ① 유사한 사용

자를 찾아서 추천 ② 항목간 유사성을 계산하여 추천 ③ 

사용자가 등 을 지정하여 추천(slope-one) ④ 사용자

와 등 으로 구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추천 등의 4가지 

방법이 있다. 분류 분석은 분류나 등 으로 나 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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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보이지 않는 문서에 이블을 지정하여 그룹화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몇 개

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군집기법으로 컬 션 내의 항목 

간 유사성을 계산하여, 유사 항목을 그룹화하는 작업만 

수행한다. 이외에도 연  규칙, 패턴 마이닝 등은 구매 

데이터에서 상품 간의 매 연 성을 악할 수 있는 다

양한 기법들이다. 표 인 제품으로 스탠포드 학에서 

개발하여 공개 소스화한 Protovis와 GNU가 주도하는 

GNUplot 등이 있다[7].

▶▶ 그림 4. 마훗(Mahout) 구성도[7]

2.3 상용 솔루션 분야
일반 으로 오  소스는 기능성과 리 인 면이 부족

한데 이러한 기능을 보완한 상용 하둡 제품들이 나타났

다. 클라우데라의 CDH(Cloudera Distributions for 

Hadoop)와 클라우데라 매니 , 호튼웍스의 HDP(Horto 

nworks Data Platform), 맵알 테크의 M3/M5, IBM의 

빅인사이트(BigInsights) 등이다[2]. 

하둡은 일 처리 분석만 가능하고 다차원의 빅데이터

를 분석할 때에는 분석 방향을 결정하는 탐색  데이터 

분석이 어려웠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는 실시간처리와  

고속연산 등이 가능한 상용 솔루션들인 SAP HANA, 

VoltDB 등이 개발되었다. HANA는 사이베이스 IQ와 

같은 컬럼 기반 데이터 압축 기술을 사용하므로 용량 

데이터의 장과 고속 분석에 용이하다. VoltDB도 SAP 

HANA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newSQL이라 

불리는 메모리기반 DBMS기술이다. SAP HANA와 

VoltDB는 모두 SQL 질의방식을 지원하고, 거시 시스

템들과 연계 가능하므로 구   유지보수단계에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 SAP HANA는 컬럼 기반. 그래픽 기

반 DB이며, 압축을 지원하여 메모리를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다. VoltDB는 RDBMS기반이고, 내부 으로 

맵리듀스를 사용하며 수평 확장성이 뛰어나다. SAP 

HANA는 인메모리 기반 분석용 DB로서 온라인 트랜잭

션 처리(OLTP)와 온라인 분석 처리(OLAP)를 하는 기

술로서 SAP 애 리 이션과 연결되는 HANA DB, 비 

SAP 애 리 이션과 연결되는 HANA 스튜디오와 퍼

시스턴트 스토리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5. SAP HANA 플랫폼 구성도[8] 

실제로 분석된 빅데이터는 다차원의 정보를 담고 있어 

시각 인 분석결과를 통한 탐색 인 데이터 분석을 요구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분석 용 솔루션은 주

로 메모리에 분석 데이터를 재하고, 툴을 이용하여 빅

데이터의 시각화 분석을 수행하며, 다양한 검증 분석 기

법을 지원해 다. 이외에도 SAS, Spotfire, Tableau 등

의 솔루션은 사용자가 수집, 장, 처리, 분석된 데이터를 

하둡과의 연계를 통해 시각화, 분석, 단을 할 수 있게 

해 다. 한, 기존 DW 어 라이언스를 보완하는 목

으로 빅데이터 솔루션과 HW를 일체화하여 성능과 리

를 최 화한 빅데이터 어 라이언스 제품인 EMC의 

‘Greenplum’, Oracle의 ‘BDA’, HP의 ‘버티카’ 등이 개

발되었다[8]. 

2.4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핵심 인 라 역할을 하는 하둡 

클러스터는 보통 물리  서버 환경에서 구축된다. 하둡

을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

둡 온 클라우드는 단 시간 내에 하둡 클러스터 환경을 구

축할 수 있으며, 장애, 복구, 확장 등의 서비스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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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할 수 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HaaS는 

서비스사업자에서 구성해놓은 하둡 환경에 데이터만 

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 의 하둡 클라우드 스토리지 

커넥터는 클라우드 인 라에 사용자가 직  하둡 클러스

터를 구성할 수 있어서 하둡 온 클라우드(Hadoop on 

Cloud)'로 불리어진다. HaaS와 하둡 온 클라우드 모두 

입출력장치가 가상화 계층을 거쳐 이 진다[2]. 하둡 온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원을 즉시 사용하고, 시스템 리 

공수를 감할 수 있지만 하둡에 익숙한 사용자가 비즈

니스 로직의 개발에서부터 디버깅  분석까지 담당하기

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나타난 구

의 빅쿼리(Big Query) 서비스는 SQL과 같은 인터페이

스를 이용하여 구 의 컴퓨  자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온라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다[4]. 

아마존의 EMR은 아마존의 IaaS 서비스인 EC2 

(Elastic Cloud Compute)와 S3(Simple Storage 

Service)를 내부의 규모 하둡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사

용자 별로 자원을 할당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과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자체 NoSQL DB인 

DynamoDB를 제공하고 Karmasphere의 GUI와 IDE

를 제공하여 개발  리를 지원한다[4]. 

액센추어테크놀로지랩은 물리 인 환경의 하둡 클러스

터와 구  컴퓨터 엔진(GCS) 기반 하둡 클러스터를 구

축했다. 각 클러스터는 추천엔진, 세션화, 문서군집 등 3

가지의 워크 로드를 수행하며, 인스턴스가 로컬 디스크

에 HDFS 데이터를 장한다. GCS가 맵리듀스 작업을 

해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 기반의 HDFS에 입력하고, 

맵리듀스 작업 결과가 다시 GCS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그 결과 하둡용 구  클라우드 스토리지 커넥터를 통해 

로컬 스토리지보다 더 나은 가격 비 성능을 기 할 수 

있다[11].  

3.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3.1 국내
국토교통부는 2013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성과발표

회에서 교통 빅데이터 분석·처리기술을 이용한 교통 혼

잡 지도를 개발했다. 혼잡 지도는 2013년 9월 한 달간의 

내비게이션 이용 차량의 이동궤 (6억 개)을 25만 개 도

로구간에 분석해 도로·교차로·행정구역별로 구 하여 지

도상에 특정 기간에 혼잡 강도를 악하 다. 교통 혼잡 

지도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 자료

인 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혼잡여부를 단하고 각종 

지표를 생성하는 교통 혼잡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를 지

도에 표출하는 GIS 기반 표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 혼잡 지도를 분석한 결과, 역자치단체 단 로 보

면 주 에 도시의 혼잡도가 높았으며 경상남북도, 충

청남북도, 강원도의 경우 주 보다 주말의 교통 혼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혼잡 지도는 국 도로·

도시별 교통망 성능 평가, 교통수요 리, 교통 활성

화, 차량 이동량 등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에도 활

용될 정이다[12]. 

SK텔 콤은 티맵(T-Map) 내비게이션을 통해 콜택

시, 유류 운반차량, 고속버스 등에 GPS를 장착하여 수집

되는 방 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목

지까지의 최단거리와 정확한 도착시간을 제공하고 있

다. 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도와 유동인구, 업종별/월

별 매출 등의 10여 종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상권분석 서

비스를 지원해 다[2].

와이즈넛사의 빅데이터 정보수집 솔루션 와이즈 빅크

롤러는 약 80억 건의 소셜 빅 데이터 수집 노하우를 바

탕으로 실시간 SNS 자동수집 기술, 한국어· 어·일본

어· 국어 등에 하여 자체 개발한 다국어 형태소 분석

기술을 사용한다. 정교한 자연어 처리와 수집 상 정보 

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클린징과 하둡, 

NoSQL, RDBMS 등의 다양한 시스템 장을 지원하는 

이 특징이다[13].  

LG, SK, 삼성 자 등은 최근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소

리(VOC) 통합 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 에 게시된 수많은 자사 제품 련 을 

빅데이터 랫폼으로 수집·분류·분석해서 고객의 불만을 

사 에 탐지하여 고객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지

역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등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불만사항이 얼마나, 어떻게 확 될 것인지 등을 

측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랫폼으로는 SAS 제품

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주는 솔루션으로는 태블로

(Tableau) 솔루션이 용되었다.

융감독원은 2013년 체 축은행의 출 내역과 

주주 정보, 기업신용 정보를 분석해서 16가지 유형의 불

법·부실 의 여신으로 분류하는 DB를 구축하고, 축

은행의 여신업무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여신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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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축은행의 여신 련 정보를 

이용하여 연 성분석을 통해 불법  부실 의 여부를 

사 에 탐지할 수 있다[15].

부산 해운 구는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행정에 도 하

고 있다. 지난 1월에 빅데이터 분석 을 만들고, 해수욕

장 , 일자리 창출, 재난 리를 한 날씨 측 활용 

등의 3개 주제에 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정책에 반 하 다. 분석과정은 지난해 6월~10월 31일 

사이 국내외 SNS와 블로그 등에서 ‘해운 ’, ‘해운 해

수욕장’, ‘Haeundae’를 키워드로 하여 해외 200여 개국

의 어 SNS를 검색하여 분석하 다[14].

3.2 국외
일본의 야후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인터넷 열람기록, 검색기록, 고 클릭 정보, 메일 내용, 

스마트폰 치 정보 등 일반 기업에 없는 다양한 고객 속

성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알맞는 고를 송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객이 야후 사이트를 열람할 때 수십

개의 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시간 , 고객 속성, 

과거의 열람  검색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고객의 흥미와 심사를 악해 개별 인 고를 송신하

는 비즈니스를 모델화하고 있다. 

▶▶ 그림 6. 모바일 공간 통계’시스템의 원리[9]

일본 NTT 도코모 선진기술연구소의 모바일 공간 통

계는 기지국 역( 가 도달하는 범 )안에 휴 화 

수의 체크, 휴 화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층, 거주

지역 등 한 시간마다 사람이 몇 명 있다는 등의 인구통계

를 작성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비 시뮬 이션을 

실 화하 다[그림6]. 그 결과, 도쿄역 주변은 카나가와 

에 거주하는 40～50 의 남성들이 많았다와 같은 분석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에는 지바  카시와 시와 

공동으로 사람의 이동 황을 조사하 는데, 카시와 역에

는 은 층이 녁이나 휴일에 많으며, 노령 층은 평일 

주간에 많았다. 카시와 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고령자가 평일 낮에 쇼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

다[9].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비하는 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시는 각종 도시재해에 비하기 하여 

기존의 빅데이터가 기업 경 의 신 수단으로 이용되던 

수 을 넘어 국가 경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지능형 운

센터(IOC)를 통해 도시 리와 긴  응 시스템을 갖

추어 30여개 기 의 데이터와 로세스를 지능형 운 센

터에 통합해서 도시의 총체 인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

링할 수 있도록 하 다. 교통, 력, 홍수, 산사태 등의 자

연재해와 수자원 등을 통합 리할 수 있으며, IBM의 분

석 솔루션이 용돼 비상사태를 효과 으로 측하고 

응할 수 있다[16].

미국의 아마존 닷컴은 하루 평균 440만 명이 방문하며, 

201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900만 개의 상품이 매된 

자상거래 사이트이다. 아마존은 1억 2천만명의 고객들

의 상품검색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자동화된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고객들 개개인에게 알맞은 쿠폰을 자동으

로 발행하여 고객들에게 달하 다[17].

미국정부는 탈세를 방지하기 하여 재의 이상 징후 

발견과 과거의 행동 정보 분석을 통한 측 모델링으로 

사기 패턴과 유사한 행동을 검출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계좌, 주소, 화번호, 납세자 간의 연  계 

분석을 실시하여 범죄 네트워크 발굴  지능형 감시시

스템을 개발하 다.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를 통합해서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간 3,450

억 달러에 달하는 세  락  불필요한 세  환 을 

감하고 탈세자 수를 일 수 있었다[18]. 

4. 결론
최근 국내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경 개

선과 마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시스템, 수

자원시스템, 방범시스템, 탈세방지시스템, 의료시스템 등

의 다양한 공공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한 경 개선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외 활용사례에서 보

면, 빅데이터의 잠재력은 거 하며, 회사나 공공기 은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요한 비즈니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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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목  없는 빅데이터 정보 분석은 오히려 

정확한 측과 단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먼  빅

데이터 정보 분석을 한 정확한 목 과 활용방안을 세

우는 것이 선무이다. 아직 세계 으로 빅데이터 시장

은 시작단계이므로 우리나라가  세계 빅데이터 시장에

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서는 단지 민간기업들의 빅데

이터 활성화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체계 인 빅데

이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 빅데이터 활용 확산

을 한 개인정보보호나 공공 데이터 활용 련 법·제도

의 정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속한 성장과 

로벌 경쟁에 비하여 로벌 수 의 빅데이터 문인

력을 체계 으로 양성하고 빅데이터 련 기술 연구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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