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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g data seems to chang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of enterprises to large extent. Further, 

the type of method for utilization of unstructured data including image, video, sensor data and text may 

determine the decision on expansion of knowledg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or government. This paper, 

in this light, attempts to figure out the prediction model of demands and supply for big data market of Korea 

trough data mining decision making tree by utilizing text bit data generated for 3 years on web and SNS for 

expansion of form for knowledge manag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rket focused on H/W and 

storage leading by the government is big data market of Korea. Further, the demanders of big data have 

been found to put important on attribute factors including interest, quickness and economics. Meanwhile, 

innovation and growth have been found to be the attribute factors onto which the supplier puts importan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factors affect acceptance of big data technology differ for supplier 

and demander. This article may provide basic method for study on expansion of analysis form of enterprise 

and connection with its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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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RFID, 센서 등의 급속한 

보급 및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데이

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의 생산, 유

통, 소비 체계에 큰 변화를 주면서 데이터가 경제적 자

산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송

태민, 2012].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향후 국가와 기업의 성패를 가름할 새로운 경제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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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McKinsey, 

The Economist, Gartner 등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변동 예측과 신사업 발굴 등 경제적 가치창출 사

례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되

며 기계 및 센서가 생산하는 머신 데이터(machine 

data) 및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의 비정형 데이터

가 보다 큰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

한 비정형 빅데이터는 기업의 지식관리 체계 및 관리

방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 정형데이터는 

DW나 OLAP등을 통해 관리되어 왔지만 기존에 다루

어지지 않았고 분석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

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의 지식경영관리 

측면의 확장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정

형 데이터는 기존의 정형 데이터와는 매우 다른 가치 

제공 및 새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조

직운영 및 제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다. 

The Economist[2010]는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

하면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에너지, 식량, 의료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Gartner[2011]는 

빅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이

며, Mckinsey[2011]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기업/

공공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사업혁신/신

규사업 발굴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Mckinsey[2011]는 빅데이터 활용 시 미국 의료분야

에서 연 3,000억 달러, 유럽 공공분야에서 연 2,500

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10.7

조의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

본 총무성[2012]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촉진되면 부가

가치의 창출이나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서 총 16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특히,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는 SNS를 통하여 생산

되는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문제의 해

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정부3.0과 창조경제의 추진과 실현을 위하여 모든 분

야에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적 관점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

유로 기업의 30%정도는 빅데이터를 기회라기보다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수요자, 시장, 파트너, 비용, 인력 운용 측면에

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DWI, 2011]. 일본은 2012년 현재 빅데이터는 발전

단계이며 이용목적은 대체로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향

상이나 개선의 목적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빅데

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 인재

의 확보를 들고 있고, 획기적인 분석방법이 개발되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獨立行政法

人 情報處理理推進機構, 2012]. 이와 같이 많은 국가

에서 빅데이터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는 점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새

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국내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생각을 읽는 기술‘로 정

의가능하며(LG경제연구원, 2012) 다량의 참여자가 생

산해낸 웹과 SNS의 텍스트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기업이 다루지 않았던 정보분

석 영역의 확장으로서 분석지의 확대를 통해 빠르고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의 사용증가로 주요 이

슈나 정책의제의 설정이 소수집단에서 일반시민으로 

확산되어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이 기존의 하향식 결

정에서 벗어나 실 수요자인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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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으로는 시장에서 차별화가 힘들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빅데이터는 전략, 기획, 마

케팅 등 전체 비즈니스 측면의 업무효과성이라는 관

점에서 실시간으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하

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수

요와 공급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개척과 가치창출

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

다. 

한편, 기존의 연구방식을 고려할 때 국내의 빅데이

터 동향과 수요공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산업의 종사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실시하던 횡단적 조사

나 종단적 조사 등을 통한 연구는 정해진 변인들에 대

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보는 데에는 유용하나, 사이

버 상에서 언급된 개인별 담론(buzz)에서 논의된 관

련 변인이 상호간에 얼마나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의 시장조사와 수요예측에서는 임의로 추출된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어냄으로

써 분석 데이터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 여러 관점

에서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소셜 빅데이터는 훨씬 방대한 양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과 생각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조사와 함께 활용

하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은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계적 가정 없이 분석과

정에 근거한 결정규칙에 따라 새로운 상관관계나 패턴 

등을 발견함으로써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효과적으

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빅데이터가 처음으로 

논의된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우리나라 온라

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에서 수

집한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빅데이터의 동향

과 수요공급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국내의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빅데이터 수요공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의 빅데이터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를 개발한

다. 

Ⅱ. 이론적 배경

1. Text 빅데이터 분석방법

빅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마이닝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 데이터마이닝은 각 개인이 어느 계층에 속

하는지의 분류와 계층확률 추정(class probability 

estimation)이 필요하고, 각 개인에 대한 특정 변수

의 수치를 추정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회귀분석이 필요

하다. 또한 알려진 데이터에 기반하여 유사도를 매칭

(similarity matching)하고 특정 목적이 없는 상태에

서 유사도에 따라 개인을 군집화(clustering)한다. 그

리고 개체간의 연관성 규칙을 발견(association rule 

discovery), 데이터 항목 간에 연결을 예측하고 인과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영향

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빅데이터의 정보의 

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상당수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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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데이터 세트로 축소(data reduction or factor 

analysis)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마이닝은 특

정 패턴 인식기술이나 통계기법,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의미 있는 새로운 상관관계, 패턴, 추세 등

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함

축적이며 잠재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

다[Fayyad et al., 1996; 박명화 외, 2013에서 재인

용]. 현재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의학연구, 고객관리, 공

정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마이

닝 기법중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방법은 각 자

료 내에 존재하는 관계와 규칙을 탐색하여 관심대상

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

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대용량의 자료로부터 기관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을 돕는 유용한 정보

를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

다[최종후 외, 2002]. 

텍스트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소셜 애널리틱스

(Social Analytics)’가 페이스북, 트위터, SNS 등에서 

수집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 한다.

텍스트 데이터는 그 특성상 언어적 특성에 매우 의

존도가 높기 때문에 언어별 국가적 특성에 따라 그 처

리기술과 분석방법의 특성이 조금씩 차별화된다. 웹

과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분석하는 방법

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은 인간이 언어로 쓰인 비정형 텍스트

에서 자연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하거나, 연계성을 파악, 분류 혹은 군집화, 요약 등 빅

데이터의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은 소셜미디

어의 텍스트 문장을 대상으로 자연어처리기술과 감성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하는 것

으로 마케팅에서는 버즈(Buzz; 입소문)분석이라고도 

한다. 이는 문장에 대한 의견분석과 문서 자체에 대

한 의견분석으로 나뉘다. 이러한 방법은 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에서 발전한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분

석(Network Analytics)은 네트워크 연결구조와 연결

강도를 분석하여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

파가 되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는 대상이 참

여자, 주제관련 키워드, 문서자체인가에 따라 커뮤니

티 분석, 상품추천 분야, 검색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

스의 출현으로 개인적 텍스트 기록물들을 확인, 분

석하기 쉬운 환경이 됨에 따라 텍스트로부터 가치있

는 정보를 추출하고 발굴하는 텍스트마이닝과 오피

니언 마이닝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다[이

재윤 외 2인, 2007; 장재영, 2009]. 웹과 SNS에 산

재한 정보는 사실(fact)과 의견(opinion)으로 구성되

며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주제영역에 대한 사실과 의

견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소비한다. 그러므로 이러

한 텍스트는 다시 사람들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소셜 텍스트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는 필

수적인 과정이다. 수집된 문서를 바탕으로 중복된 문

서와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제거하고 불용어1)를 지

정하여 대상문서를 정제한 후 문서 내의 구체적인 정

보를 추출하기 위해 토큰화(tokenization), 문장 분

할(sentence segmentation), 품사 배치(part-of- 

speech assignment), 개체명 인식(identification of 

named entities)의 작업을 거친다. 텍스트마이닝에서 

사용되는 사전은 ‘21세기 세종계획’2)과 같은 범용사전

1)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어를 일컫는 말로 주제

(topic)와 연관성이 약하거나 맥락을 저해하는 단어를 지정하

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2) 문화관광부가 국립국어원 및 관련 학계와 더불어 지난 1998

년부터 추진해 온 국어 정보화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은 

2007년까지 언어 정보 문화의 기본 바탕과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

으며, 대량의 한국어 말뭉치(corpus)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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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대부분 분석의 목적에 맞게 사용자가 설계

한 사전을 사용하게 된다. 사용자 사전은 구축 단계에

서 수작업 과정이 많으며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는 단점이 있으나 특정 자료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범용으로 개발된 사전보다 분석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효율적이다[구주나, 2013]. 또한 정확한 분석

을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어휘체계를 확보하는 방법보

다는 일정한 기초어(seed word) 체계를 사람이 구축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미적, 통사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남지순, 2010].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마이닝과 구조

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텍스트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세밀한 전처리 과정을 요구한다. 또

한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커버리지(coverage)의 적정

성과 타당성 확보 및 전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분

화된 지식작업의 공정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과 관련한 전처

리는 SK텔레콤의 ‘스마트인사이트 2.0’, 데이터마이닝

을 위한 분석도구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2.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관련 선행연구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

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소셜 빅데이터는 외부에 존재하는 비정

형 구조의 데이터로 가장 손쉽게 연구에 이용가능한 

이유로 인해 학문적 영역에서 데이터의 사용을 증가시

키고 있다. 또한 관련 분석 기술의 발달도 이러한 추세

를 가속화 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최근 연구사례는 <표 

1>과 같다. 

텍스트 빅데이터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연구

한 김유신(2013), 허양민(2013)의 연구, SNS데이터

의 도시정책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박재희

(2013)의 연구 등이 있으며 특히 이들 연구는 범용적 

감성사전이 아닌 연구를 위한 주제 지향적 감성사전의 

별도 구축을 통하여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

다. 또한 마경란(2013)은 SNS 빅데이터를 통해 텔레비

전 프로그램 시청률의 예측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

한 연구들은 다양한 소셜 빅데이터를 여러 연구 영역

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상만, 옥경영(2013)은 SNS 빅데이터를 사용

한 예측집단(Predictable Cluster)특성을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확산 측면에서 다양한 개

별 하위 네트워크 확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클러스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

고 있다.

[표 1] 텍스트 빅데이터의 국내 최근 연구사례

연구자 연구내용

김유신 (2013)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온라인에 공개된 뉴스 텍스트 8만여건을 수집, 분석하여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모형을 개발, 지능형 투자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제시

허양민 (2013) 실시간 인기 검색어와 주가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분석결과 66%의 예측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힘

박재희 (2013)
SNS 데이터의 도시정책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 트위터에서 발생한 문서가 가진 IP정보를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주제어를 구분, 설정하고 이들을 포함한 트윗 문서를 추출

마경란 (2013) 국내에서 반영된 20편의 드라마관련 웹과 SNS데이터와 실제 시청률과의 회귀분석모델을 통해 유의한 결과를 제시

한상만, 옥경영 (2013)

SNS 빅데이터를 사용한 예측집단(Predictable Cluster) 특성 연구를 통해 보다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비자 클러스터인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들 중에서 정보 확산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데 핵심이 되는 하위 
네트워크를 예측집단(predictable cluster)으로 선정하고, 네트워크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예측집단의 네트워크적 
특성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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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소셜 텍스트 빅데이터를 

재료로 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분석방법 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에의 적

용 가능성 또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참여

자가 생산한 웹과 SNS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몇 년간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자체에 대

한 텍스트마이닝 적용을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는 것은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새

롭게 등장한 빅데이터라는 기술영역에서 수요와 공급

의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시장 내 이해관계자

들에게 보다 유의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이 적용

하였다. ‘빅데이터’를 주제어로 다양한 웹과 SNS에 게

시된 글들을 크롤러(crawler)를 통해 수집한 후 중복 

문서와 불용어 포함 문서를 제거하였다. 이후 형태소

분석 및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분류된 명사형 어휘

를 유목화하여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요

인에 대하여 통계적 접근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

였다. 통계분석 적용을 위한 정제된 데이터 세트를 만

들기 위해서는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분류기준이 가

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의 영역은 문장 내에 존재하는 어

휘, 통사적 특징에 의한 분류, 표현어에 대한 극성 분

류, 문서 자체에 대한 극성 분류로 나뉘어지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오피니언 마이닝은 어휘 분류 기준으

로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을 위해서

는 공기어(collocation)에 대한 언어학적 분류가 선행

되며 분류된 기초어(Seed word)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론에 따른 언어자원의 자동화된 확보 방법이 이

루어진다(남지순, 2010, 78p).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

터 관련 문서 수집 후 원시자료(raw data)에서 나타난 

상위 2,000개의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유목화를 하여 

사용자 사전을 구축하였다. 

또한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는 기존의 회귀분

석과 같이 특별한 통계적 가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수요공급 예측모형의 적용은 전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의 수요공급 예측에서 유의한 영향력

을 주지 못했지만, 세부 요인에서는 요인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감정요인과 기반요인에 대해 실시

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 수용에 주요한 요인인 업무요

인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

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분석에

서는 214개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4개의 블로그(네

이버, 네이트, 다음, 티스토리), 3개의 카페(네이버, 다

음, 뽐뿌), 2개의 SNS(트위터, 미투데이), 4개의 게시판

(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등 총 

227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

반의 웹문서(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다. 빅

데이터 관련 토픽의 수집은 2011년 1월 1일부터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해당 채널에서 요일별, 주말, 휴

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

집된 총 70,485건(2011년: 2,159건, 2012년: 25,023건, 

2013년: 43303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은 크롤러(Crawler)를 사용하였고, 토픽의 분류

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기법을 사용하

였다. 크롤러는 인터넷 링크를 따라다니며 방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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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함으로써 문서를 

수집한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기술을 이용

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연계성을 파악하고, 

분류 혹은 군집화 함으로써 소셜 빅데이터의 의미있

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토픽은 모든 관

련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Big Data’를 

사용하였으며, 수집기간에 빅데이터와 관련 없는 용어

인 ‘컨퍼런스, 전시회’의 2개의 불용어를 지정하여 수

집하였다.

3. 연구도구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수집된 버즈는 주제분석(text 

mining)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정형화 데이터로 코드화하여 사용하였

다.

유목화를 위한 대상 키워드는 빅데이터에 대한 주

제영역 분석을 위하여 기초어(seed word)를 지정하고 

사전구축을 진행하였다. 사용한 기초어(seed word)는 

빅데이터 기술은 Pete Warden(2011)과 장상현(2012)

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용어를 참조하였으며, 기반 

및 감정에 관련한 사전은 유재현, 박철(2010)의 연구

에서 정리된 기술수용모델 외생변인의 키워드들을 참

조하여 지정하였다. 나머지 산업, 국가, 업무 영역과 관

련한 사전은 통계청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유목화 하

였다.

3.1 빅데이터 관련 수요자·공급자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의는 

주제분석에서 분류된 수요자의 태도와 관련된 키워드

(결정, 계획, 고려, 도입, 선정, 수용, 이용, 필요, 활용)

를 포함 시 수요자로, 공급자의 태도(공급, 구축, 구현, 

사례, 소개, 운영, 전망, 출시, 형성, 준비, 진행, 참여, 

육성)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 시 공급자로 정의하였

다. 

3.2 빅데이터 관련 기술

빅데이터 관련기술은 분석기술, 처리기술, 저장기

술, 수집기술, 활용기술, 기타기술 영역을 고려하여 분

석기술은 ‘NDAP, 기계학습, 네트워크, 마이닝, 시맨

틱, 온톨로지, 패턴인식, EDW, 텍스트마이닝, 음성인

식, 영상인식, AR, AI, mining, Mahout, semantic, 

ETL, 알고리즘, 알고리듬, Algorithm, Pregel, 데이터

마이닝’으로 정의하였다. 처리기술은 ‘MapReduce, 

가 상화, 맵리듀스, 스케일아웃, 어플라이언스, 하

둡, Inmemory, Hadoop, Hbase, MR, Appliance, 

Dremel, Percolator, 검색, 인덱싱, Storm, 스톰, 

HDFS, 인메모리’로 정의하였다. 저장기술은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웨어하우스,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

팅, Cloud, 디스크, NoSQL, DW, 데이터웨어하우징, 

san’로 정의하였다. 수집기술은 ‘크롤러, Crawler, 수

[그림 1] 텍스트 빅데이터의 분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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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 X86, Cassandra’로 정의하였다. 활용기술은 ‘BI, 

인포그래픽스, SaaS, Paas, BaaS, Daas’로 정의하였

다. 기타기술은 ‘apache, 아파치, 자바, Java, html5’로 

정의하였다. 정의된 모든 기술관련 키워드는 문서 내

에 해당 기술관련 키워드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

우는 ‘0’으로 코드화 하였다. 

3.3 빅데이터 관련 산업

빅데이터 관련 산업은 ‘의료헬스, 패션의류, 정부공

공기관, 게임, 금융보험, 선거정치, 영화, 자동차교통, 통

신, 제조, IT벤더’의 11개로 해당 산업관련 키워드가 

문서 내에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

화 하였다. 

3.4 빅데이터 관련 기반

빅데이터 관련 기반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안, 

프라이버시), 분석전문가(인력, 전문가), 정책전략(관

리, 정책, 전략), 기반구축(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인프

라, 컴퓨팅, 플랫폼, 기술), 비용, 서비스, 콘텐츠, 품질’

의 8개로 해당 기반관련 키우드가 문서 내에 있는 경

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 하였다. 

3.5 빅데이터 관련 업무

빅데이터 관련 업무는 ‘고객관리마케팅(고객관리, 마

케팅, 영업), 생산관리(생산, 공정관리, 물류관리), 인사

재무(인사, 재무, 전략기획, 회계, 전산), 연구개발, 의사

결정, 컨설팅, 통계’의 7개로 문서 내에 관련 키워드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 하였다. 

3.6 빅데이터 관련 국가

빅데이터 관련 국가는 ‘한국, 글로벌, 유럽, 미국, 일

본, 중국, 싱가포르’의 7개국으로 해당 국가 키워드가 

문서 내에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

화 하였다. 

3.7 빅데이터 관련 감정

빅데이터 관련 감정은 주제분석과 요인분석3)의 과

정을 거쳐 ‘성장(성장, 강화, 경쟁력, 수요, 주요), 관심

(유용, 도움, 관심, 이해, 고민, 중요, 가능, 발전), 효율

(절감, 효과, 효율, 부담, 기대), 혁신(혁신, 성공, 최고, 

위기), 경제적(경제적, 불가능) 우려(논란, 우려), 신속

(신속, 정확), 신뢰(용이, 신뢰)의 8개로 해당 감정 키워

드가 문서 내에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 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빅데이터 수요공급을 설명

하는 가장 효율적인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

한 통계적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마이닝의 의

사결정나무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종속변인

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자동적으로 산출해 

줌으로써 각기 다른 속성은 가진 빅데이터 수요공급

에 대한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사

결정나무 형성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은 CHAID[Chi-

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Kass, 

1980; Magidson and SPSS Inc., 1993]를 사용하였

다. CHAID는 이산형인 종속변수의 분리기준으로 카

이제곱(  -검정)을 사용하며, 모든 가능한 조합을 탐색

하여 최적분리를 찾는다. 정지규칙(stopping rule)으

로는 관찰치가 충분하여 상위노드(부모마디)의 최소

케이스 수는 100으로 하위노드(자식마디)의 최소 케

이스 수는 50으로 설정하였고, 나무깊이는 3수준으

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분석, 다중응답분석, 로지

3) 감정요인은 주제분석에서 유목화된 ‘성장, 강화, 경쟁력, 수요, 

주요, 유용, 도움, 관심, 이해, 고민, 중요, 가능, 발전, 절감, 효

과, 효율, 부담, 기대, 혁신, 성공, 최고, 위기, 경제적, 불가능, 

논란, 우려, 신속, 정확, 용이, 신뢰’의 30개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 8개의 요인으로 축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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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빅데이터 관련 분야 버즈 현황

<표 2>과 같이 국가별 ‘빅데이터’ 관련 기술, 기반, 

산업과 관련한 문서 내 키워드의 공빈출을 살펴본 결

과, 한국과 관련한 빅데이터 기술분야 버즈는 저장기

술, 처리기술, 분석기술, 활용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 빅데이터 기술분야는 H/W 중

심의 시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반분야 버즈는 기반

구축, 서비스, 정책전략, 분석전문가, 프라이버시, 비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아직까

지는 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산업분야 버즈는 정부공공기관, 자동차

교통, 통신, 보험금융, 선거정치, 게임, 의료헬스, 제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빅데이터와 관련

되어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영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

하다. 국내에서는 정부주도로 빅데이터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과 관련한 기술분야 

버즈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저장기술, 처리기술, 분석기

술, 활용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분야 버즈는 

기반구축, 정책전략, 서비스, 분석전문가, 비용, 프라이

버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버즈는 정부공

공기관, 자동차교통, 통신, 보험금융, 영화, 게임, 선거정

치, 제조, 의료헬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

가별로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저장기술, 처리기술, 

분석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

반구축, 정책전략,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

부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적용 업무분야 버

즈는 각 산업별로 비슷하게 고객마케팅, 생산관리, 통

계, 인사재무, 컨설팅, 의사결정, 연구개발 순으로 나타

났다. 기술분야 버즈는 저장기술, 분석기술, 처리기술, 

기타기술, 활용기술, 수집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

분야 버즈는 기반구축, 서비스, 정책전략, 분석전문가, 

프라이버시, 비용, 콘텐츠, 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산업별로는 빅데이터를 고객마케팅관리와 생산관

리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장기술, 분석기술, 처리기

술 등을 적용하여 기반구축과 정책전략에 중점을 두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빅데이터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 요인 

요인별로 빅데이터의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빅데이터 전체요인에 대한 영향은 기술요인

[표 2] 국가별 빅데이터 관련 분야 버즈 현황

분야 속성 한국 글로벌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합계

기술

분석기술
1940 1923 429 1049 396 373 58 6168 
(23.8) (25.9) (27.2) (26.2) (26.0) (28.4) (27.0) (25.5)

처리기술
2318 1967 426 1181 449 333 64 6738 
(28.5) (26.4) (27.0) (29.5) (29.4) (25.4) (29.8) (27.8)

저장기술
3215 2939 634 1451 604 550 82 9475 
(39.5) (39.5) (40.2) (36.3) (39.6) (41.9) (38.1) (39.1)

수집기술
18 33 5 13 4 4 0 77 

(0.2) (0.4) (0.3) (0.3) (0.3) (0.3) 0.0 (0.3)

활용기술
436 394 59 181 55 37 8 1170 
(5.4) (5.3) (3.7) (4.5) (3.6) (2.8) (3.7) (4.8)

기타기술
220 182 25 122 17 15 3 584 
(2.7) (2.4) (1.6) (3.1) (1.1) (1.1) (1.4) (2.4)

합계 8147 7438 1578 3997 1525 1312 215 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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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actor)과 국가요인(nation factor)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요인

(industry factor)과 업무요인(value chain factor)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요인에서 

영향력이 없는 감정요인(emotion factor)과 기반요인

(base factor)에 대한 세부 영향요인은 <표 4>와 같다. 

기반요인(base factor)에서 기반구축요인(base 

infra factor)과 콘텐츠요인(contents factor)은 정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반구축과 콘텐츠 

활용을 위해 공급자가 빅데이터를 언급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요인(privacy factor)

과 비용요인(cost factor)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와 비용을 위해 수요자가 

빅데이터를 언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

정요인(emotion factor)에서 성장(growth)과 혁신

(innovation)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공급자가 빅데이터를 언급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interest), 경제

적(economics), 신속(qickness) 요인은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 경제적, 신속을 위해 

수요자가 빅데이터를 언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4). 

기반

프라이버시
1294 1198 395 763 280 250 40 4220 
(6.9) (6.8) (8.8) (7.8) (6.7) (7.0) (7.7) (7.2)

분석전문가
1463 1355 351 873 320 272 35 4669 
(7.8) (7.7) (7.8) (8.9) (7.6) (7.7) (6.8) (7.9)

정책전략
3849 3628 959 2061 883 760 114 12254 
(20.5) (20.6) (21.3) (21.0) (21.0) (21.4) (22.0) (20.8)

기반구축
5724 5412 1282 2865 1217 1082 156 17738 
(30.4) (30.8) (28.5) (29.2) (29.0) (30.4) (30.1) (30.1)

비용
1253 1259 300 751 309 253 40 4165 
(6.7) (7.2) (6.7) (7.7) (7.4) (7.1) (7.7) (7.1)

서비스
3919 3423 894 1805 875 681 98 11695 
(20.8) (19.5) (19.9) (18.4) (20.8) (19.2) (18.9) (19.8)

콘텐츠
936 932 221 474 194 168 24 2949 
(5.0) (5.3) (4.9) (4.8) (4.6) (4.7) (4.6) (5.0)

품질
371 384 96 207 122 88 11 1279 
(2.0) (2.2) (2.1) (2.1) (2.9) (2.5) (2.1) (2.2)

합계 18809 17591 4498 9799 4200 3554 518 58969 

산업

의료헬스
490 444 163 327 153 101 38 1716 
(6.7) (6.4) (6.5) (7.0) (6.8) (4.9) (13.1) (6.6)

패션의류
208 191 87 143 69 59 8 765 
(2.8) (2.7) (3.5) (3.0) (3.1) (2.9) (2.8) (2.9)

정부공공
기관

2375 2053 795 1377 652 621 101 7974 
(32.4) (29.5) (31.9) (29.3) (29.2) (30.2) (34.8) (30.6)

게임
514 535 149 314 170 170 10 1862 
(7.0) (7.7) (6.0) (6.7) (7.6) (8.3) (3.4) (7.1)

영화
441 539 153 393 143 155 17 1841 
(6.0) (7.7) (6.1) (8.4) (6.4) (7.5) (5.9) (7.1)

통신
708 733 221 356 187 155 22 2382 
(9.7) (10.5) (8.9) (7.6) (8.4) (7.5) (7.6) (9.1)

제조
463 434 127 191 127 129 20 1491 
(6.3) (6.2) (5.1) (4.1) (5.7) (6.3) (6.9) (5.7)

보험금융
777 724 253 415 200 217 27 2613 

(10.6) (10.4) (10.2) (8.8) (9.0) (10.6) (9.3) (10.0)

선거정치
519 455 221 582 173 173 14 2137 
(7.1) (6.5) (8.9) (12.4) (7.7) (8.4) (4.8) (8.2)

자동차
교통

826 852 322 593 358 272 33 3256 
(11.3) (12.2) (12.9) (12.6) (16.0) (13.2) (11.4) (12.5)

IT벤더
8 9 1 10 2 1 0 31 

(0.1) (0.1) 0.0 (0.2) (0.1) 0.0 0.0 (0.1)

합계 7329 6969 2492 4701 2234 2053 290 2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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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빅데이터 관련 분야 버즈 현황

분야 속성 의료헬스 패션의류
정부

공공기관
게임 영화 통신 제조 보험금융 선거정치

자동차
교통

IT벤더 합계

업무

고객
관리마케팅

172 149 781 251 280 306 241 464 273 357 2 3276
(24.4) (40.3) (25.8) (37.7) (36.8) (31.1) (31.8) (36.1) (35.9) (28.5) (25.0) (31.0)

생산관리
116 91 609 140 152 203 188 211 144 326 4 2184

(16.4) (24.6) (20.1) (21.0) (20.0) (20.7) (24.8) (16.4) (18.9) (26.0) (50.0) (20.6)

인사재무
85 21 270 53 59 66 33 82 83 80 1 833

(12.0) (5.7) (8.9) (8.0) (7.8) (6.7) (4.3) (6.4) (10.9) (6.4) (12.5) (7.9)

연구개발
65 5 289 36 37 70 23 45 15 90 0 675

(9.2) (1.4) (9.5) (5.4) (4.9) (7.1) (3.0) (3.5) (2.0) (7.2) 0.0 (6.4)

의사결정
74 26 310 49 84 108 93 128 68 117 1 1058

(10.5) (7.0) (10.2) (7.4) (11.0) (11.0) (12.3) (10.0) (8.9) (9.3) (12.5) (10.0)

컨설팅
79 39 400 65 55 143 124 193 57 106 0 1261

(11.2) (10.5) (13.2) (9.8) (7.2) (14.5) (16.3) (15.0) (7.5) (8.5) 0.0 (11.9)

통계
115 39 372 72 94 87 57 161 120 177 0 1294

(16.3) (10.5) (12.3) (10.8) (12.4) (8.9) (7.5) (12.5) (15.8) (14.1) 0.0 (12.2)

합계 706 370 3031 666 761 983 759 1284 760 1253 8 10581

기술

분석기술
276 90 1086 349 302 570 246 424 274 483 6 4106

(26.3) (33.2) (26.3) (28.7) (30.9) (30.7) (25.0) (26.1) (34.5) (29.9) (20.0) (28.2)

처리기술
255 101 1042 298 297 448 282 418 240 435 7 3823

(24.3) (37.3) (25.3) (24.5) (30.4) (24.1) (28.6) (25.8) (30.2) (26.9) (23.3) (26.3)

저장기술
433 75 1729 470 326 696 372 626 261 588 12 5588

(41.2) (27.7) (41.9) (38.6) (33.4) (37.5) (37.8) (38.6) (32.9) (36.4) (40.0) (38.4)

수집기술
7 1 12 1 4 13 3 13 2 9 0 65

(0.7) (0.4) (0.3) (0.1) (0.4) (0.7) (0.3) (0.8) (0.3) (0.6) 0.0 (0.4)

활용기술
36 3 188 64 32 97 72 115 12 66 4 689

(3.4) (1.1) (4.6) (5.3) (3.3) (5.2) (7.3) (7.1) (1.5) (4.1) (13.3) (4.7)

기타기술
43 1 68 35 15 33 10 26 5 36 1 273

(4.1) (0.4) (1.6) (2.9) (1.5) (1.8) (1.0) (1.6) (0.6) (2.2) (3.3) (1.9)

합계 1050 271 4125 1217 976 1857 985 1622 794 1617 30 14544

기반

프라이버시
210 44 961 209 183 352 171 325 148 298 8 2909
(7.8) (4.9) (8.0) (7.5) (7.2) (8.7) (7.5) (8.2) (6.5) (6.9) (15.4) (7.7)

분석전문가
219 82 1011 193 208 269 169 340 238 336 1 3066
(8.2) (9.1) (8.4) (6.9) (8.1) (6.7) (7.4) (8.6) (10.5) (7.7) (1.9) (8.1)

정책전략
550 173 2906 529 485 776 461 831 597 894 12 8214

(20.5) (19.2) (24.1) (18.9) (19.0) (19.2) (20.3) (21.0) (26.4) (20.6) (23.1) (21.7)

기반구축
753 230 3349 794 735 1134 678 1119 616 1271 15 10694

(28.0) (25.5) (27.8) (28.4) (28.7) (28.1) (29.9) (28.3) (27.2) (29.3) (28.8) (28.2)

비용
204 78 635 158 195 266 184 259 143 303 1 2426
(7.6) (8.6) (5.3) (5.6) (7.6) (6.6) (8.1) (6.6) (6.3) (7.0) (1.9) (6.4)

서비스
596 213 2436 574 500 867 431 826 363 956 14 7776

(22.2) (23.6) (20.2) (20.5) (19.5) (21.5) (19.0) (20.9) (16.0) (22.0) (26.9) (20.5)

콘텐츠
93 61 513 270 202 275 74 162 130 196 0 1976

(3.5) (6.8) (4.3) (9.6) (7.9) (6.8) (3.3) (4.1) (5.7) (4.5) 0.0 (5.2)

품질
60 22 238 72 51 102 101 92 29 91 1 859

(2.2) (2.4) (2.0) (2.6) (2.0) (2.5) (4.5) (2.3) (1.3) (2.1) (1.9) (2.3)

합계 2685 903 12049 2799 2559 4041 2269 3954 2264 4345 52 3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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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요인 ba S.E.b ORc

감정요인 .017 .087 1.017

기술요인 .264 .046*** 1.302

산업요인 -.076 .045* .927

국가요인 .330 .051** 1.391

기반요인 -.058 .092 .943

업무요인 -.150 .044*** .860

상수항 -.333 .109*** .716

기반요인 ba S.E.b ORc

프라이버시 -.205 .057*** .815

분석전문가 -.036 .054 .965

정책전략 .045 .045 1.046

기반구축 .184 .053*** 1.201

비용 -.118 .056** .889

서비스 .013 0.045 1.013

콘텐츠 .31 .068*** 1.363

품질 -.031 .095 .97

상수항 -.220 .051*** .803

감정요인 ba S.E.b ORc

성장요인 .248 .045*** 1.281

관심요인 -.126 .050** .882

효율요인 -.069 0.045 .933

혁신요인 .272 .047*** 1.313

경제적요인 -.172 .078** .842

우려요인 -.058 .072 .944

신속요인 -.296 .060*** .744

신뢰요인 .006 .088 1.006

상수항 -.120 .049** .887

[표 4]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요인*

주: 기본범주: 수요자, a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andard error, c Adjusted odds ratio

*** p<.01, ** p<.05, * p<.1

3.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하여 감성

요인(emotion factor), 기반요인(base factor), 업무요

인(value chain factor)이 국내의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감성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2>와 같다. 나무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네모는 루트노드로서, 예측변수(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종속변수(수요자, 공급자)의 빈도를 나타낸다. 루

트노드에서 빅데이터 수요는 51.9%(4,480건), 공급은 

48.1%(4,146건)로 나타났다. 루트노드의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에 가

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성장요인’의 영향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요인’이 높을 경우 빅데

이터 수요가 이전의 51.9%에서 49.2%로 감소한 반면, 

빅데이터 공급은 이전의 48.1%에서 50.8%로 증가하

였다. 이는 성장요인이 빅데이터 공급자가 중요시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표 5>의 감성요인의 수요공급에 대한 이익도표와 

같이 빅데이터 수요에 가장 영향이 높은 경우는 ‘성

장요인’이 적고 ‘경제적요인’이 많은 조합으로 나타났

다. 즉, 6번 노드의 지수(index)가 123.6%로 뿌리마디

와 비교했을 때 6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빅데

이터 수요자일 확률이 약 1.24배로 나타났다. 빅데이

터 공급에 가장 영향이 높은 경우는 ‘성장요인’이 높고 

‘신속요인’이 낮고, ‘혁신요인’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

다. 즉, 8번 노드의 지수(index)가 119.1%로 뿌리마디

와 비교했을 때 8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빅데

이터 공급자일 확률이 약 1.19배로 나타났다. 

기반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기반요인에서 빅데이

터 수요공급 예측에 ‘콘텐츠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요인’이 높을 경우 빅데이터 

수요가 이전의 51.9%에서 44.8%로 감소한 반면, 빅데

이터 공급은 이전의 48.1%에서 55.2%로 증가하였다. 

<표 6>의 기반요인의 수요공급에 대한 이익도표와 

같이 빅데이터 수요에 가장 영향을 높은 경우는 ‘콘텐

츠요인’이 낮고 ‘기반구축요인’이 낮으며 ‘프라이버시

요인’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즉, 12번 노드의 지

수가 123.5%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12번 노드

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빅데이터 수요자일 확률이 약 

1.24배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공급에 가장 영향이 높

은 경우는 ‘콘텐츠요인’이 높고 ‘프라이버시요인’이 낮

고, ‘품질요인’이 낮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즉, 7번 노

드의 지수가 121.6%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7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빅데이터 공급자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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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22배로 나타났다. 

업무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4>와 같다. 업무요인에서 빅데이터 수요

공급 예측에는 ‘컨설팅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컨설팅요인’이 높을 경우 빅데이터 수요

가 이전의 51.9%에서 42.6%로 감소한 반면, 빅데이터 

공급은 이전의 48.1%에서 57.4%로 증가하였다. ‘컨설

팅요인’이 높고 ‘의사결정요인’이 높은 경우 빅데이터 

수요가 이전의 42.6%에서 61.1%로 증가한 반면, 빅데

이터 공급은 이전의 57.4%에서 38.9%로 감소하였다. 

<표 7>의 업무요인의 수요공급에 대한 이익도표와 

같이 빅데이터 수요에 가장 영향이 높은 경우는 ‘컨설

[그림 2]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감성요인)

[표 5]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감성요인)

구분 Node
Profit index Cumulative index

node : n node : % gain(%) index(%) node : n node : % gain(%) index(%)

수요자

6 257 3.0 3.7 123.6 165 3.7 64.2 123.6

4 891 10.3 11.3 109.6 672 15.0 58.5 112.7

9 2663 30.9 33.5 108.4 2171 48.5 57.0 109.7

7 2343 27.2 26.4 97.2 3354 74.9 54.5 104.9

10 924 10.7 10.4 96.7 3818 85.2 53.9 103.9

8 1548 17.9 14.8 82.3 4480 100.0 51.9 100.0

공급자

8 1548 17.9 21.4 119.1 886 21.4 57.2 119.1

10 924 10.7 11.1 103.6 1346 32.5 54.4 113.3

7 2343 27.2 28.0 103.0 2506 60.4 52.0 108.3

9 2663 30.9 28.1 90.9 3670 88.5 49.1 102.1

4 891 10.3 9.3 89.7 4054 97.8 48.4 100.8

6 257 3.0 2.2 74.5 4146 100.0 4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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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기반요인)

[표 6]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기반요인)

구분 Node
Profit index Cumulative index

node : n node : % gain(%) index(%) node : n node : % gain(%) index(%)

수요자

12 198 2.3 2.8 123.5 127 2.8 64.1 123.5

8 50 .6 .7 119.4 158 3.5 63.7 122.7

11 1650 19.1 20.4 106.5 1071 23.9 56.4 108.6

10 1164 13.5 14.2 105.4 1708 38.1 55.8 107.4

4 212 2.5 2.5 100.8 1819 40.6 55.6 107.0

9 4575 53.0 52.2 98.4 4157 92.8 53.0 102.0

7 777 9.0 7.2 80.0 4480 100.0 51.9 100.0

공급자

7 777 9.0 11.0 121.6 454 11.0 58.4 121.6

9 4575 53.0 54.0 101.7 2691 64.9 50.3 104.6

4 212 2.5 2.4 99.1 2792 67.3 50.2 104.4

10 1164 13.5 12.7 94.2 3319 80.1 49.3 102.6

11 1650 19.1 17.8 92.9 4056 97.8 48.4 100.7

8 50 .6 .5 79.1 4075 98.3 48.4 100.6

12 198 2.3 1.7 74.6 4146 100.0 4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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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업무요인)

[표 7]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업무요인)

구분 Node
Profit index Cumulative index

node : n node : % gain(%) index(%) node : n node : % gain(%) index(%)

수요자

6 95 1.1 1.3 117.6 58 1.3 61.1 117.6

9 1526 17.7 20.2 114.1 962 21.5 59.3 114.3

12 70 .8 .9 112.8 1003 22.4 59.3 114.2

8 435 5.0 5.7 112.4 1257 28.1 59.1 113.8

10 278 3.2 3.2 99.7 1401 31.3 58.3 112.2

7 5676 65.8 64.2 97.5 4276 95.4 52.9 101.9

11 546 6.3 4.6 71.9 4480 100.0 51.9 100.0

공급자

11 546 6.3 8.2 130.3 342 8.2 62.6 130.3

7 5676 65.8 67.6 102.7 3143 75.8 50.5 105.1

10 278 3.2 3.2 100.3 3277 79.0 50.4 104.9

8 435 5.0 4.4 86.6 3458 83.4 49.9 103.7

12 70 .8 .7 86.2 3487 84.1 49.8 103.6

9 1526 17.7 15.0 84.8 4109 99.1 48.2 100.2

6 95 1.1 .9 81.0 4146 100.0 4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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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요인’이 높고 ‘의사결정요인’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

났다. 즉, 6번 노드의 지수가 117.6%로 뿌리마디와 비

교했을 때 6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빅데이터 

수요자일 확률이 약 1.18배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공

급에 가장 영향을 높은 경우는 ‘컨설팅요인’이 높고 

‘의사결정요인’이 낮고, ‘통계요인’이 낮은 조합으로 나

타났다. 즉, 11번 노드의 지수가 130.3%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11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빅데이

터 공급자일 확률이 약 1.30배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

페, SNS,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텍스

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모습

을 이해하고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OLAP과 더

불어 조직 내 주요한 정보분석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

고 이러한 방법은 지식경영 측면의 분석지로서 역할을 

하므로 웹과 SNS의 텍스트 빅데이터를 지식경영을 위

한 분석지의 대상으로 확장성을 탐색한 부분에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내 빅데이터 시

장의 특성과 시장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예측관련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의 빅데이터관련 기술분야는 저장기술(데이

터베이스, 데이터웨어하우스,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

팅, Cloud, 디스크, NoSQL, DW, 데이터웨어하우징, 

san), 기반분야는 기반구축(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인

프라, 컴퓨팅, 플랫폼, 기술), 산업분야는 정부공공기관

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보험

금융, 통신업 위주로 나타났다. 

둘째, 관련 업무분야는 고객마케팅(고객관리, 마케

팅, 영업), 생산관리, 컨설팅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공급자 측면에서는 성장(성장, 강화, 경쟁력, 수

요, 주요)과 혁신(혁신, 성공, 최고, 위기) 요인을 중요

시하며 빅데이터를 수용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심(유용, 도움, 관심, 이해, 고민, 중요, 가능, 

발전), 경제적(경제적, 불가능), 신속(신속, 정확) 요인은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빅데이터를 수용할 확률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성요인에서는 ‘성

장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수요에 

가장 영향이 높은 경우는 ‘성장요인(growth factor)’

이 적고 ‘경제적요인(economic factor)’이 많은 조합

으로 나타났으며, 빅데이터 공급에 가장 영향이 높

은 경우는 ‘성장요인(growth factor)’이 높고 ‘신속요

인(quickness factor)’이 낮고, ‘혁신요인(innovation 

factor)’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공급자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성장과 혁신 측면에서 세일즈 하

는 것이 중요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제성을 가장 

우선 시 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수용하는 현상이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반요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는 ‘콘텐츠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이터 

수요에 가장 영향이 높은 경우는 ‘콘텐츠요인’이 낮고 

‘기반구축요인’이 낮으며 ‘프라이버시요인’이 높은 조

합으로 나타났으며, 빅데이터 공급에 가장 영향이 높

은 경우는 ‘콘텐츠요인’이 높고 ‘프라이버시요인’이 낮

고, ‘품질요인’이 낮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자 입장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중요시

하는 요인보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부분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

서는 오히려 빅데이터와 관련한 콘텐츠 요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업무요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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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에 미치는 영향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수요에 가장 

영향이 높은 경우는 ‘컨설팅요인’이 높고 ‘의사결정요

인’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빅데이터 공급에 가

장 영향이 높은 경우는 ‘컨설팅요인’이 높고 ‘의사결정

요인’이 낮고, ‘통계요인’이 낮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수요자는 그 업무영역에서 빅데

이터 기술이 제시하는 콘텐츠와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인지하는 반면 공급자는 컨설팅과 

의사결정 효율화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으

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웹과 SNS의 텍스트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국내의 빅데이터 수요공급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사실(fact)과 의견(opinion)으로 구성된 

텍스트 빅데이터를 통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수요공

급 예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이 

가능하다. 첫째, 국내 빅데이터 시장 현황에 대한 이

해이다.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결과 국내 시장은 정부

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과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위

해 빅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 3.0과 빅데이터는 유기적인 연관관

계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 3.0

의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산업 활

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빅데이터와 관

련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영향요인의 차별적인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기업을 혁

신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며 경제성과 신속성

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반면 공급자는 성장과 

혁신을 우선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장요인, 

콘텐츠요인, 컨설팅요인이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

에서 산업을 성장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빅데

이터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통하여 관련 콘텐츠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아

니고 그 구성원이 속한 전체 집단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So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정의된 빅데이터 관

련요인(용어)은 수집된 문서 내에서 발생된 단어의 빈

도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조사방식 등을 통한 

이론적 모형에서의 수요공급과 의미가 다를 수 있어 

후속 연구에서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충분이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는 소셜 텍스트 빅데이

터의 해당 요인들이 이분형(있음, 없음) 자료로 수집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향후 일자별 문서를 합산하여 연

속형 자료로 변환하여 구조모형으로 분석한다면 요인 

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가 있다. 첫째, 그

동안의 선행연구가 빅데이터의 전망과 활용에 국한되

어 제시되었다면,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

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프라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 예

측모형을 제시하였고, 빅데이터를 처음 도입하고자 하

는 기관이나 직접 빅데이터 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제시함으로써 학

문적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셜 빅데이터에서 수집된 빅데이터 주제분석과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빅데이터 수요공

급에 대한 예측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분석방법론적으

로 의의가 있다. 셋째, 실제적인 내용을 빠르게 효과적

으로 파악하여 사회통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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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조사방법으로서의 빅데이터의 가치를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조사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웹과 SNS

의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이나 정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분석지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수요를 

신속·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

련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요조사와 

함께 일반 대중의 의견인 소셜 텍스트 빅데이터의 지

속적인 활용과 분석을 통해 외연의 데이터를 적극 활

용하는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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