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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교육 빅데이터의 개념, 가치, 처리 기술 및 분석 방법 등을 탐색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수·학습 활동의 투입, 
과정, 산출을 통해 생산되는 국가, 지역, 학교, 교사, 학생 수준의 자료’로 정의할 수 있는 교육 빅데이터는 Hadoop으로 대표되

는 분산 컴퓨팅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규모 교육 자료에서 의미있고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에는 교육 데이터 마이닝, 학습 분석학과 시각 자료 분석학이 있다. 교육 데이터 마이닝은 학생과 교사, 학교

의 다양한 수준에서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학습 분석학은 학생 수준에서의 자료 분석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시각 자료 분석학은 자료에 대한 분석 자체보다는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키워드: 교육 빅데이터(educational big data), 교육 데이터 마이닝(educational data mining), 
학습 분석학(learning analytics), 시각 자료 분석학(visual data analytics)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21세기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대를 맞이하였고, 현대인은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다양한 데이터, 즉 빅데이

터(big data)가 끊임없이 생성·유통될 뿐 아니라, 분석 결과는다양

한 분야의 의사 결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빅데

이터는 매우 복잡하여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분석이 불가

능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의미한 정보 산출을 위해 새로운 데

이터 조작 기술 및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교육과 관련

된 대규모 자료인 교육 빅데이터(educational big data)의 개념 및 

활용 가치를 살펴보고, 처리 기술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II. 교육 빅데이터 관련 연구 동향

1. 교육 빅데이터의 개념 및 가치

교육 빅데이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수·학습 활동의 투입, 과
정, 산출을 통해 생산되는 국가, 지역, 학교, 교사, 학생 수준의 자

료’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 학교, 개인 수준에서의 활용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역 수준에서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학교·교사 수준에서 학력 미달 학생 지도 및 교수 내용과 

방법 개선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학생·학부모 수준에서 개별활 학습 및 자기 진단의 준거

로 활용될 수 있다.

2. 교육 빅데이터 처리 기술

‘실시간’, ‘대용량’, ‘비정형’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해 새로운 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사용되

고 있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자료 수집과 저장, 분석 단계로 구

분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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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설명

프레임

워크
Hadoop

대규모 자료에 대한 분산 컴퓨팅 지원 

체제

자료

수집

ETL 수집 자료의 추출, 변환, 적재

센싱 센서를 이용한 각종 자료 수집

크롤링 소셜 데이터와 같은 인터넷 자료 수집

Flume, Scribe, 

Chuckwa
서버, 웹, 클릭 등에 대한 로그 수집

자료

저장

HDFS 고정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저장

NoSQL

(Cassandra, 

Hbase, 

MongoDB, 

Cloudata)

key값 형식으로 저장

자료

분석

MapReduce 분산 자료에 대한 병렬처리

Pig, Hive 쿼리 언어를 이용한 자료 분석

Mahout 기계학습을 통한 자료 분류

S4, Storm, 

Esper
실시간 자료 분석

R 통계 분석 및 결과 시각화

표 1. 빅데이터 처리 기술 및 환경

Table 1. Technology and Environment for Big Data

3. 교육 빅데이터 분석 방법

교육 관련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법 또한 다양한게 발전되어 왔다[1][2][3][4].2000년

을 전후하여 ‘교육 데이터 마이닝(educational data mining; 
EDM)’이 태동되었고, 2007년에는 IT 활용 고등교육 발전을 목표

로 하는 비영리단체 Educause의 주도 하에 ‘학업 분석학

(academic analytics; AA)’이 주창되었으며, 2010년에는 학습자 

중심의 자료 분석을 표방한 ‘학습 분석학(learning analytics; 
LA)’이 부각되면서 학교와 기관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은 

AA와의 차별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LA는 학습 분석학회(Society 
for Learning Analytics Research; SoLAR)를 통해 관련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LA가 AA를 포함하는 추세에 있

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 및 요약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 자료 분석학(visual data analytics; VDA)’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1은 대화형 자료 시각화 도구로 개발된 

Gapminder 의 활용 예를 나타낸 것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고급 시각화 기법으로 쉽게 표현 가능하여 각종 발표, 회

의,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Gapminder: 1인당 수입과 기대 수명

Fig. 1. Gapminder: Income per Person and Life Expectancy

III. 결 론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대규모 교

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

되는 분석 방법은 교육 데이터 마이닝, 학습 분석학, 시각 자료 분

석학이 대표적이다. 특히,시각 자료 분석학을 적용할 경우 분석 결

과를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누구나 쉽게 교육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의미한 의사결정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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