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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의 생산량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성된 막 한 양의 데이

터를 사용하는 목 에 맞게 분석하여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빅 데이터 분석을 한 여러 가지 기술들과 분석 랫폼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에서 빅 데이터가 

발 하기 한 방안에 해서 알아본다.

1. 서론

   빅 데이터(Big data)란 통상 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리  처리 소 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 데이터는 3V를 만족하여야 

하는데 데이터의 규모(Volume), 데이터의 다양화(Variety) 

,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Velocity) 의 3가지를 만족해

야 한다. 규모란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양

화란 수집되는 데이터가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형태로 수

집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빅 데이터가 등장하

게 된 이유로는 정보화 시 를 맞이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 과 함께 데이터의 생산량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시장조사기  IDC에 따르면 

2011년에는 1.8 제타바이트, 2012년에는 2.7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된 것과 같이 데이터의 생산량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2025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약 170 제타

바이트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1].

(그림 1) 세계 데이터 생산량 추이(IDC, 2017)

(그림 2)  세계 SNS 사용자 수(Statistica, 2017)

그림 1은 미국의 시장 조사 회사인 Gartner에서 세계 

데이터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2는 Statistica에서 

발표한  세계 SNS 사용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의 생산량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많아져 기존의 데

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빅 

데이터 분석 랫폼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요한 것은 

 세계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유의미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업에서는 분석된 데이터로 의

사결정을 하는 등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랫폼에 해 살펴본다.

2. 련 기술

빅 데이터 분석 랫폼은 데이터를 목 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기술들이 있다. 크게 엑셀 일과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형 데이터 분석과 사

진, 동 상, SNS 등의 정형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하

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있다. 본 장에서는 분석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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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분석을 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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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해 살펴본다.

데이터 마이닝 : 규모의 데이터를 데이터 간의 특정 패

턴, 계 등을 추출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 기술이다. 

정형 데이터를 다루고 기계학습, 패턴인식, 통계학 등 기

술들을 이용한다.

텍스트 마이닝 : 비정형 텍스트를 정형화시키고 자연어 처

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단어와 문맥의 연 성을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

오피니언 마이닝 :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하고 여론을 

정 ,부정, 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다. 텍스트 

마이닝과는 다르게 감성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감정을 악

한다.

 SNS 분석 :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  연결 강도 분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상 향 요소를 찾는데 활용되는 방식

이다.

다음은 McKinsey에서 발표한 빅 데이터 분석기법이다[2].

<표 1> 빅 데이터 분석기법

3. 빅 데이터 분석 랫폼  동향

빅 데이터를 한 분석 랫폼은 데이터를 수집, 장, 처

리, 분석, 가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컴퓨터 인

라가 필요하게 된다. 빅 데이터를 수행하기 한 고성능

의 인 라에는 분산 컴퓨  기술, 고성능 컴퓨터 기술, 인 

메모리 컴퓨  기술 등의 컴퓨  인 라가 필요하다.

3-1 오 소스 랫폼 서비스

본 장에서는 분산처리를 한 기술인 하둡(hadoop)에 

해 설명한다. 하둡은 아 치(apache)에서 만든 오 소스 

랫폼이며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분산 장, 처리를 한 

시스템이다[3]. 하둡은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의 서버에 

분산 장하는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분산 장된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MapReduce로 구

성된다. 하둡에서 이 2가지 기술이 핵심이고 그림 3과  같

다. 분산 컬럼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고 HDFS의 데이터에 

한 실시간 read/write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 HBase, 하

둡 데이터를 SQL ,HiveQL을 이용하여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인 Hive, 복잡한 MapReduce 로그래 을 체

할 수 있는 Pig,  분산 환경에서 서버들 간 상호 조정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동기화, 통합 리를 하는 

ZooKeeper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림 3) 하둡의 구성요소

3-2 상용 랫폼 서비스

상용 랫폼 서비스는 비즈니스용 기능 집합을 제공하는 

것이며, 빅 데이터에서의 상용 분석처리 랫폼은 부분 

오 소스인 하둡을 기반으로 하여 랫폼을 만들었다.

최근 빅 데이터에서 상용 분산처리 랫폼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IBM사의 Big data 랫폼, Amazon의 랫폼인 

AWS, Microsoft의 랫폼인 Azure 등이 하둡 기반의 클

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랫폼들이다. IBM에서는 빅 

데이터 분산 처리를 해서 BigInsight를 제공하는데 여기

서 Big R, Text Analysis, Big SQL, BigSheet라는 도구

로 데이터의 분산처리를 할 수 있다. AWS에서 분산처리

를 한 서비스로는 Amazon Elastic Map Reduce, 

Elasticsearch Service, Athena를 가진다. Azure에서는 빅 

데이터 분산 처리를 한 서비스로 HDInsight, Data Lake 

Analytics, Machine Leaming studio를 사용한다.

<표 2> 상용 랫폼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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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랫폼 동향

상용 랫폼은 각 회사 랫폼에서 하둡의 분산처리를 더 

효율 으로 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제공할 수

가 있다. 클라우드란 데이터를 장할 때 컴퓨터 내부가 

아닌 인터넷 상의 서버에 구 으로 장이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 은 이런 인터넷 상의 서버에 

장된 데이터를 각종 IT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의미한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 이 생기기 때문에 빅 데이터를 랫

폼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과 클라

우드 컴퓨 을 사용하여 빅 데이터 분석 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4) 기업 클라우드의 채택(RightScale,2018)

그림 4의 설문조사는 RightScale에서 클라우드 컴퓨  채

택에 한 범 한 조직의 기술 문가들에게 기업에서

의 빅 데이터 랫폼사용에 한 것을 나타낸다. Alibaba

와 같은 새로운 랫폼의 등장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빅 데이터 랫폼은 이용률로 

보았을 때 AWS, Azure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랫폼들이 추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AWS, Azure이 강제를 보이는 이유에 해서 AWS

는 높은 확장성, 규모 서비스 지원, 솔루션 제공 등의 

장 이 있다. Azure은 보통 기업들이 Window환경을 사용

하기 때문에 소 트웨어 호환성이 좋아 사용을 하고 하이

리드 클라우드, 직 인 UI등의 장 을 가지기 때문이

다. 이 랫폼들은 IaaS(Infra as a Service)인데 IaaS란 

클라우드 컴퓨 의 서비스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버, 

장장치,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기술만 제공하는 것을 인

라 서비스(IaaS)라고 한다. 이 외에도 인 라와 운 체

제, 랫폼 개발을 한 도구까지 제공하는 것을 랫폼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완성된 애 리 이션이나 

응용 로그램까지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소 트웨어 서비

스(Software as a Service)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 외

에 랫폼은 SAP 의 HANA Cloud 랫폼, 시스코의 

CPA와 같은 다른 랫폼들이 있다.

4. 결론

재까지 생성된 체 인터넷의 데이터의 90% 이상이 최

근 2년 사이에 생성이 되었고 미래에 AI, IoT와 같은 기

술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의 생산량이 2025년에는 약 

170 제타바이트만큼 생산이 될 것이라 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빅 데이터 분석 랫폼의 요성은 데이

터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다. 빅 데

이터는 이미 기업에서는 의료시스템, 교통시스템, 문화산

업 등의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서 고객의 감성을 분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새벽 

시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통신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심

야버스를 운행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빅 데이터의 

활용성은 높다. 그 지만 재 우리나라에선 빅 데이터에 

한 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으로 경쟁

력을 높이기 해서 문 인력을 체계 으로 양성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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