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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에서 가치 찾기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분석, 활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저장과 처리 관점

분석 전에는 단지 ‘데이터’일 뿐

리포팅, R을 이용한 통계분석은

기존 분석의 대체일 뿐

가치 획득을 위해서는 시각화

분석, 데이터 개방과 융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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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로 데이터에서 가치 찾기

시각화(Visualization)는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직관적인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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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보의 표현 – 기존 방식

공공 데이터 개방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보 제공 방식은 예전과 같은 나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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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보의 표현 – 초기의 데이터 시각화

영국 정부는 시각화를 이용하여 대국민 정책과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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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보의 표현 – 최근의 데이터 시각화

New York Times에서 역동적인 시각화로 예산 변화를 표현

예산 규모를 크기로, 증감률

을 색상과 위치로 표시

의무적인 것과 자유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구분

증가, 삭감률에 따라

구분
부처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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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과 시각화

전통적인 분석 방법 시각화 분석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표현

고급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 필요 일반 사용자 차원

분석된 결과를 해석
분석(표현)된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



9시각화를 활용한 창조적 빅 데이터 분석

주문 데이터 – 관점 별 분석

필요한 분석 관점 별로 여러 번의 분석을 수행

월별 주문량 일별 주문량

요일별 주문량 메뉴별 주문량

주문 데이터

관점 별 여러 번의 분석

월별 요일별 주문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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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데이터 – 시각화 분석

Calendar View 시각화로 여러 관점의 분석 결과를 한 번에 확인

가을철의 주문 빈도가 낮음

주말과 평일의 주문 차이

주문 데이터

한 번에 표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념일(5월5일, 12월25일) 특수

붉은색이 진할수록 주문 빈도가 높음
초록색이 진할수록 주문 빈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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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비교 분석

광역시 별 인구, 가구, 주택수의 증가 추세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행정구역별 수록시점 총인구 가구수 주택수

부산광역시 1990 3,854,960 993,375 510,124

부산광역시 1995 3,814,325 1,079,417 659,924

부산광역시 2000 3,662,884 1,120,186 805,212

부산광역시 2005 3,523,582 1,186,378 913,487

부산광역시 2010 3,414,950 1,243,880 990,374

대구광역시 1990 2,322,838 597,150 291,594

대구광역시 1995 2,449,420 703,464 425,930

대구광역시 2000 2,480,578 759,351 530,789

대구광역시 2005 2,464,547 814,585 590,734

대구광역시 2010 2,446,418 868,327 661,936

인천광역시 1990 1,922,608 485,404 309,867

인천광역시 1995 2,308,188 658,818 508,799

인천광역시 2000 2,475,139 747,297 614,081

인천광역시 2005 2,531,280 823,023 687,552

인천광역시 2010 2,662,509 918,850 781,115

광주광역시 1990 1,139,003 287,950 161,071

광주광역시 1995 1,257,636 354,717 244,060

광주광역시 2000 1,352,797 408,527 324,337

광주광역시 2005 1,417,716 460,090 366,315

광주광역시 2010 1,475,745 515,855 426,391

대전광역시 1990 1,049,578 262,193 158,831

대전광역시 1995 1,272,121 357,814 270,487

대전광역시 2000 1,368,207 413,758 320,723

대전광역시 2005 1,442,856 478,865 363,630

대전광역시 2010 1,501,859 532,643 404,341 ※ 예시: 통계청의 인구가구 데이터



12시각화를 활용한 창조적 빅 데이터 분석

추세&비교 분석

부산시

광역시간 인구수 증가 추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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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를 이용한 추세&비교 분석

Motion Chart 시각화를 이용하여 광역시 간 인구, 가구, 주택 추세를 한번에 비교 분석

X축: 가구수, Y축: 인구수, 원크기: 주택수 ● 대전 ● 광주 ● 인천 ● 대구 ● 부산

가구수 관점(X축) – 대전이 광

주를, 인천이 대구를 추월

인구수 관점(Y축) – 부산시만

이 인구수가 줄고 있음

주택수 관점(원 면적) – 인천

의 주택수 증가가 눈에 띰, 

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의 주

택수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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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연관성 분석 – 마이닝(1/3)

R을 이용한 Association을 수행하기 위해 R 스크립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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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연관성 분석 – 마이닝(2/3)

변수(신뢰도)를 조정해가면서 R을 여러 차례 실행

> summary(basket_rules_1)

set of 10 rules

rule length distribution (lhs + rhs):sizes

1 2 

1 9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1.0     2.0     2.0     1.9     2.0     2.0 

summary of quality measures:

    support          confidence          lift      

 Min.   :0.05134   Min.   :0.2276   Min.   :1.000  

 1st Qu.:0.05385   1st Qu.:0.2780   1st Qu.:1.297  

 Median :0.07666   Median :0.4703   Median :1.311  

 Mean   :0.10810   Mean   :0.4151   Mean   :1.308  

 3rd Qu.:0.10249   3rd Qu.:0.5370   3rd Qu.:1.341  

 Max.   :0.41252   Max.   :0.5530   Max.   :1.451  

mining info:

 data ntransactions support confidence

  txn        519053    0.05        0.2

> summary(basket_rules_2)

set of 16 rules

rule length distribution (lhs + rhs):sizes

 1  2 

 1 15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1.000   2.000   2.000   1.938   2.000   2.000 

summary of quality measures:

    support          confidence          lift      

 Min.   :0.04102   Min.   :0.2232   Min.   :1.000  

 1st Qu.:0.04835   1st Qu.:0.2606   1st Qu.:1.280  

 Median :0.05265   Median :0.3494   Median :1.311  

 Mean   :0.08445   Mean   :0.3915   Mean   :1.331  

 3rd Qu.:0.09391   3rd Qu.:0.5351   3rd Qu.:1.426  

 Max.   :0.41252   Max.   :0.5849   Max.   :1.503  

mining info:

 data ntransactions support confidence

  txn        519053    0.04        0.2

> summary(basket_rules_4)

set of 1 rules

rule length distribution (lhs + rhs):sizes

2

1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2       2       2       2       2       2 

summary of quality measures:

    support          confidence          lift      

 Min.   :0.02253   Min.   :0.4495   Min.   :2.346  

 1st Qu.:0.02253   1st Qu.:0.4495   1st Qu.:2.346  

 Median :0.02253   Median :0.4495   Median :2.346  

 Mean   :0.02253   Mean   :0.4495   Mean   :2.346  

 3rd Qu.:0.02253   3rd Qu.:0.4495   3rd Qu.:2.346  

 Max.   :0.02253   Max.   :0.4495   Max.   :2.346  

mining info:

 data ntransactions support confidence

  txn        515967    0.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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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연관성 분석 – 마이닝(3/3)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해석

> inspect(basket_rules_5)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1  {2607} => {2577} 0.01010530  0.7409407 33.458863

2  {2577} => {2607} 0.01010530  0.4563277 33.458863

3  {2582} => {2577} 0.01701272  0.9876238 44.598396

4  {2577} => {2582} 0.01701272  0.7682479 44.598396

5  {1434} => {1695} 0.01221590  0.5697885 23.776146

6  {1695} => {1434} 0.01221590  0.5097452 23.776146

7  {1423} => {1695} 0.01096776  0.4664139 19.462530

8  {1695} => {1423} 0.01096776  0.4576628 19.462530

9  {2243} => {1945} 0.02253245  0.4495225  2.345707

10 {1945, 2243} => {1988} 0.01030105 0.4571650 2.332810

11 {1988, 2243} => {1945} 0.01030105 0.5856104 3.055843

12 {1541, 1945} => {1551} 0.01351637 0.4581828 2.608948

13 {1541, 1988} => {1551} 0.01151624 0.4460961 2.540125

떡갈비와 된장찌개

떡갈비 주문 시 된장찌개를 같이
주문할 가능성은 떡갈비를

주문하지 않았을 때보다 33배
높다

된장찌개와 나물비빔밥

된장찌개 주문 시 나물비빔밥을
같이 주문할 가능성은 된장찌개를

주문하지 않았을 때보다 44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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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연관성 분석 – 시각화

Circle Packing 시각화 활용

메뉴 연관성 뿐만 아니라 주문 규
모와 동시 주문 비중도 함께 파악된장찌개와 떡갈비

된장찌개와 나물비빔밥

된장찌개 주문량(파란 원)과
함께 주문된 떡갈비

주문량(파란 원 안의 회색 원) 
파악 – 원의 크기로

된장찌개 3번 주문 중
떡갈비 1번 정도로 함께

주문됨을 인지
피자와 파스타

피자와 레몬에이드

피자 주문량(파란 원)의 절반
이상 비중으로 함께 주문된
파스타 주문량(파란 원 안의

회색 원) 확인

피자와 레몬에이드 역시
연관성은 높지만

레몬에이드의 비중은 낮음

랍스타와 스파이트
랍스타와 오렌지에이드

연관성은 높지만 전체
주문량에서의 비중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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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 분석 vs. 시각화

마이닝 적용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마이닝 알고리즘 적용

마이닝 전문가의 해석 & 정리

데이터 그대로

즉시 표현

일반 사용자가 화면 그대로 해석

마이닝 분석 시각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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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를 이용한 탐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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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시각화와 마이크로 시각화

시각화

(Visualization)

거시 시각화

(Macro Visualization)

미시 시각화

(Micro Visualization)

직관적인 표현(Presentation) 중심 탐색(Discovery) 중심

빅데이터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적합한 유형의 그래픽을 이용

빅데이터의 세부 부분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차트를 조합·연계하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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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시각화

3D 시각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활용

데이터 관리와 연계

입체적인 효과

향후 동작인식, 음성인식과 결합

비정형 텍스트와 동영상을 이용

트위터, 구글 독스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

데이터 변환, 정제 과정과 연계

PDF의 텍스트 정보를 파싱하여 시각화 데이터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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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시각화

투입률이 높은 인력은 밝게, 투입률이 낮은 인력은 어둡게 표시
직급별 또는 부서별로 분류하여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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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시각화

TimelineJS 예 - Google Docs를 웹서비스로 연결하여 시각화

1. Google Docs 문서의 웹주소를 등록

2. Google Docs 문서의 텍스트/이미지/동

영상 데이터를 읽어서 시각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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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시각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을
함께 시각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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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와 연계

데이터 파싱, 정제 등의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능이 웹서비스화 되어 시각화로 연계

1. PDF 파일의 표 데이터를 파싱하여 시각화

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화

2. Node-link 관계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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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융합

데이터의융합

플랫폼의융합 분석방법의융합

이제는 플랫폼에서 분석으로 중심이 옮겨가야 할 시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플랫폼, 분석방법의 전체적인 융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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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융합

평균온도 :  29.72도

최고온도 :  31.03도

최저온도 :  23.97도

온도분포 :  23.97도

심박(HR)

호흡(Resp)

영상(Video)

음색(Voice)

작성글, ID, 팔러우어

기업보유데이터

회원

실적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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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융합

※ 출처: KT cloudware, 통신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례

다양한 플랫폼을 목적과 특성에 맞게 융합하여 활용

KT 가입자 분석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DW 모델 사례

데이터 량이 큰 원시 데이터와 계산량
이 많은 배치 작업은 하둡에서

마트 데이터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와 BI 
도구 연동 작업은
RDB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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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융합

Ad hoc Report

데이터 마이닝

예측 분석

다차원 분석

최적화

데이터품질관리 방법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여러 방법을 융합하여 활용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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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별 사례

게임사

제조사

공공

글로벌 클라우드로 대륙별 데이터 통합

다양한 플랫폼과 SaaS BI

글로벌 클라우드로 전세계 스마트 기기 로그 수집

KPI 리포팅에서 OLAP, 시각화로의 확장

공공 데이터를 개방

산하 기관으로 확장하고 시각화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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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시

게임 분석 DW
게임서버A

빌링서버

계정서버

Data Mart
Data

warehouseETL

• 사용자정보
• 케릭터정보
• 결제정보

• 아이템분석
• 사용자분석
• 캐릭터분석
• 결제분석

게임서버B

※ 잔존률 분석 : 특정 기준일의 접속자를 대상으로 매일 단위로 계속 접속하는 유저수를 찾는 것
예) 1월1일부터 7월말까지 매일 접속한 유저수는? 6월1일 행사일부터 어제까지 매일 접속한 유저수는?

글로벌 게임사 사례

성과 모니터링

게임이용 분석

시각화 - 잔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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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사의 빅데이터 융합

HDFS :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SaaS : Software as a Service

Cloud Storage

지역별
게임 서비스

데이터

RDB DW

HDFS

정형데이터

Log 

In-Memory

Mart

SaaS BI

OLAP

EIS

Visualization

Global Public Cloud Public Cloud BI

글로벌 클라우드로 빅데이터를 수집

로그성 데이터는 하둡으로 정규데이터는 RDB 활용

빠른 계산 처리는 어플라이언스로(잔존률 등), BI 도구로 신속히 분석하는 경우에는

인메모리 활용

Appliance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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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RDB 기반의 BI를 구성

글로벌 제조사 사례

Client
Smart 기기 서버

(원천시스템)
분석 시스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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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인사이트 획득을 위한 시각화 활용 예시

시각화를 이용한 스마트 기기 분석

스마트 기기의 App

스
마
트

기
기
의

A
p
p

Co-occurrence 
Matrix 시각화를
통해 App 간의 연

관 관계 분석

스마트 기기 상에서
의 검색어를 시각화

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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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례 –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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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구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목표로 현재 100종에서 2014년까지 150종을 개방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하고 시각화를 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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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를 도입한 공공정보 개방 예시



맺는 말

시각화는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직관적인 분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