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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빅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선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영역들을 파티션(partition)으로 설정하고 각 파티션들의 대표 값을 계산하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할 수 있는 파티션 기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선 파티션의 

크기조절이 가능한 파티션 기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의 파티션 크기 변화에 따른 시각화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제안한 파티션 기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의류 회사 ‘A’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도와 판매 가격 변화에 따른 상품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중심어 :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파티션

Abstract

Today, research is actively being conducted to derive meaningful results from big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 

partition-based big data analysis algorithm that can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by setting the data areas 

of big data as partitions and calculating the representative values of each partition. In this paper, the analyzed visualization 

results are compared according to the partition size of a proposed partition-based big data analysis (PBDA) algorithm 

that can control the size of the partition.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PBDA algorithm, the big data of ‘A’ is 

analyzed, and meaningful results are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changes in sales volume of products according 

to changes in temperature and sales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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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스마트 기기를 통한 물품 구매가 일상

화됨에 따라 많은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은 엄청

난 양의 상품 판매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이처럼 수집된 빅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기업의 상품판매 전

략 수립과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하나

는 모든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의 일부분, 혹은 분할 계산하여 효율적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분할하여 분

석할 때 특정 구간, 혹은 범위를 의미하는 파티션

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모든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추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최근 전체 빅데이터

를 분석하지 않고 랜덤 샘플 파티션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제안되었다 [1-2].

또한 최근 의류 상품과 관련된 많은 빅데이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5]. 소셜미디어의 빅데

이터와 패션 상품의 시장 변화 관계를 분석한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6], 의류 관련 빅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판매량을 예측하는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7-12]. 하지만 기존 파티션

을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는 기업에서 수집된 빅

데이터의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분석하지 

않았으며 알고리즘의 성능만을 분석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빅데이터의 변수들 사이

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티션 기반 빅

데이터 분석(Partition-based Big Data Analytics, 

PBDA)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PBDA 알

고리즘은 수집된 빅데이터를 파티션으로 분할하

고 각 파티션의 대표 값을 계산하여 다른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또한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의류 회사 ‘A’에서 수집한 

시계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Ⅱ. 제안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2.1 빅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선 150만 이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A’에서 2014년 1월 1

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을 통해 빅데이

터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A’은 상품을 구매한 구매 날

짜, 제품 카테고리, 판매 가격, 색상, 사이즈, 온

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에 저장한다. 온도 정보는 기상청의 국기기

상종합정보 시스템인 ‘날씨누리’의 평균 온도를 

수집하여 저장하며 그림 1은 제안한 PBDA 알고

리즘을 포함한 전체 빅데이터 분석 순서도를 나

타낸다. 

<그림 1> 제안한 빅데이터 분석 순서도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를 분석하기 위해 DB에 저장된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 날짜, 평균 온도, 강수량, 가격, 판매량 정보

는 표 1과 같이 정제되어 CSV (comma-separated 

values) 형태로 저장된다.

표 1에서 Date, avgTemp, rainFall, avgPrice, 

Sales는 각각 날짜, 평균 온도, 강수량, 판매 가격, 

판매량을 나타낸다. 또한 각 상품의 데이터를 수

집하고 상품별 판매량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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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avgTemp rainFall avgPrice Sales

20140101 4 0 14,800 177

20140102 1.5 0 14,500 207

20140103 2.3 0 15,300 155

20140104 -0.1 0 15,200 122

<표 1> 데이터 베이스 수집 예시

2.2 PBDA 

본 절에서는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을 설명

한다.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순서도

그림 2는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을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 순서도를 나타낸다. 데이터베이

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L개의 원소로 이루어

진 데이터 그룹들로 이루어지고 각 그룹들의 평

균값은 각 그룹의 대표 값을 나타낸다. 이후 각 

대표 값들만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는 순차

적으로 저장되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L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들로 구

분하고 대표 값을 계산하여 빅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집된 날짜의 평균 온도 (average temperature, 

AT)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z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

일까지의 날짜 색인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색

인 z의 값 1, 2, 1825는 각각 2014년 1월 1일, 

2014년 1월 21, 2018년 12월 31일을 의미한다.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변화할 때의 판매

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온도 식 (1)은 식 

(2)와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      (2)

이후 파티션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

석을 위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배열을 L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K개의 그룹으로 재배열한다. 

다음은 정렬된 배열을 L개의 원소로 이루어

진 K번째 그룹으로 재구성한 배열의 예시이다. 

        (3)

               

                       L

또한 K번째 그룹의 동일한 날짜 색인의 판매량

(SV)은 다음 배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L

따라서 k 번째 배열의 평균 온도(AT)와 해당 판매

량(SV)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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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k번째 그룹의 평균 온도 변화에 따른 

판매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6)

또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판매 가격의 k번째 

그룹의 평균 판매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7)

그러므로 k번째 그룹의 판매 가격 변화에 따른 

판매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8)

따라서, 그래프에 나타낼 총 K개의 평균 온도 배

열()과 판매량(
) 배열의 평균값 배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10)

또한 총 K개의 판매 가격 배열()과 판매량

() 배열의 평균값 배열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11)




 







      (12)

다음 절에서는 파티션의 원소개수 L 변화에 따

른 평균 온도와 판매 가격 변화에 따른 상품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하고 시각화 한다. 

Ⅲ. PBDA를 통한 상품의 판매량 분석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안한 PBDA 알고리즘

을 통해 L값 변화와 평균온도, 판매 가격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 반바지, 신발의 판매량 변화

를 시각화하고 분석한다. 

3.1 반팔 티셔츠 판매량 분석결과

이번 절에서는 2장에서 제안한 PBDA 알고리

즘을 통해 분석한 빅데이터의 L값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와 겨울 자캣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

하고 시각화한다. 

그림 3의 x축, 왼쪽 y 축, 오른쪽 y 축은 각각 

그룹의 개수, 판매량,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그

림 3 (a)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평균온도 변화

에 따른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L=1 일 때, 즉 파티션 분석기법을 사용하

지 않고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원시 데이터의 평

균온도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 변화

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3(a)에 따르면 파티션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원시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b)는 파티션의 크기, 즉 L의 크기를 10

으로 설정하고 각 그룹의 대표값을 사용하여 평

균 온도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 변

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반팔 티

셔츠의 판매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c)는 파티션의 크기를 L=30으로 설

정했을 때의 결과 그래프이며 파티션의 크기가 

L=10일 때보다 더욱 명확히 판매 가격이 상승함

에 따라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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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평균 온도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 

분석 결과 (a) L=1, (b) L=10, (c) L=30.

(a)

(b)

(c) 

<그림 4> 판매 가격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

분석 결과 (a) L=1, (b) L=10, (c) 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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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평균 온도 변화에 따른 재킷의 판매량 분석 

결과 (a) L=1, (b) L=10, (c) L=30.

(a)

(b)

(c) 

<그림 6> 판매 가격 변화에 따른 재킷의 판매량 분석

결과 (a) L=1, (b) L=10, (c) 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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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는 가격 변화에 따

른 반팔티셔츠 판매의 판매량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그림 4(a)에 따르면 그림 3(a) 결과와 마찬

가지로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

고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원시 데이터로는 유의

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PBDA를 사용하여 파티션의 

크기를 L=10, L=30으로 증가시킬수록 판매 가

격이 증가할수록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이 감소

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재킷의 판매량 분석결과

본 절에선 높은 온도에서 많이 판매되는 반팔 

티셔츠와는 반대의 성격을 갖는 재킷의 판매량

을 분석하여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음 그림 5는 제안한 PBDA 알고

리즘을 사용한 평균 온도 변화에 따른 재킷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5(a)에서 확인 할 수 있듯, 파티션의 크

기가 1인 경우 수집된 빅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파티션의 

크기를 L=10, L=30으로 증가시키고 각 그룹의 

대표값으로 분석하였을 때 평균 온도가 상승할

수록 재킷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분석 결과를 더

욱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판매가격 변화에 따른 재킷의 판매

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6에 따르면 파티

션의 크기가 상승 할수록 재킷의 판매량이 상승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킷의 

판매량 결과는 여름에 판매되는 반팔과는 다르

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보온성과 품질이 뛰어

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파티션을 사용한 PBDA 알고

리즘을 통해 파티션 크기 변화에 따른 반팔과 

재킷의 온도와 판매가격 변화에 따른 판매량 변

화를 분석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A’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파

티션 크기 변화에 따른 상품의 판매량을 시각화

하고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의 파티션 기법을 사용

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시각화하였을 때 유의미

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파티션의 크기

를 확대하여 빅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판매량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은 

온도가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재킷의 판매량은 온도가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PBDA 알고

리즘을 통해 모든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

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PBDA 알고리즘을 통해 시계

열 빅데이터의 변수의 상관관계를 2D 그래프를 

통해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추후 

더욱 정교한 대표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한 PBDA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더욱 정확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진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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