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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 데이터는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 사용된다. 컴

퓨터 로그램의 특징에 인간 메모리의 변형성을 추가 한 기계 학습 기법을 용 할 경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빅 데이터는 이러한 결론을 사용하여 측된다. 인간은 원래의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

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은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반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선택성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요인들을 반 한 기술이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변형 특성에 기 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결정하는 데 높은 선택성을 가진 데이터를 선택한다.

ABSTRACT

Big data based on numerous data made by the people are used in order to obtain useful information. We can obtain more 

useful information if it can apply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dded deformation of human memor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uter program. And big data is predicted by using these conclusions. Humans are used to remember similar data as an original 

data, so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should reflect these human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is algorithm to provide the 

selectivity of information is proposed. This algorithm is the technology to reflect the above factors. This algorithm is selected the 

data with high selectivity to determine similar data based on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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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 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은 일반 인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빅 데이터는 

용량 데이터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며, 

데이터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성의 특성을 갖는다. 빅 데이터에 한 데이터 처리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서 매우 어렵다.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

스 기술은 부분의 계형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

템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빅 데이터

의 특성 상 합하지 않다[1-6].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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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빅 데이터는 3V(Vol-

ume, Variety, Velocity)의 특성을 갖는다. 즉 빅 데이

터는 용량, 다양한 데이터 소스, 빠른 업데이트의 특

성을 갖는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 빅데이터 처리 시

스템이 사용된다. 컴퓨터 로그램의 특징에 인간 메모

리의 변형성이라는 특성을 추가 한 기계 학습 기법을 

용 할 경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빅데이터의 특성
Fig. 1 Characteristics of big data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선택성을 제공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요인들을 반 한 기술

로 데이터의 변형 특성에 기 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결정하는 데 높은 선택성을 가진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법을 용하고 있다. 

Ⅱ. 련 연구

정보 시각화는 1999년 Stuart K. Card에 의해 사용

한 이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컴퓨터를 기반

으로 다양한 매체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래픽 인 

요소를 데이터 표 에 사용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 시각화의 로세스는 그림 2에서와 같은 차를 

거친다. 정보 시각화와 사용자의 인지 차는 원래의 

데이터를 조직화 하고, 이를 시각화 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되어 결국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인지하게 된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시각화된 데이터와의 인터 션을 

통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림 2. 정보 시각화 처리[6]
Fig. 2 Proces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6]

정보 시각화 차의 첫 번째 단계인 정보 조직화 

단계는 사용자의 정보 인지에 여하는 단계로써 다

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라 정보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조직화하여 다양하고 무질서한 데이터에 질서를 부여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무질서한 데이터를 본 사용자

는 그 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 으로 분

류하고 조직화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써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정보 조직화 단계를 거쳐 정보 시각화 단계에 이르

면 시각화 상이 되는 데이터가 숫자와 같은 정량

인 데이터라면 통계 인 정보를 제공하기 한 수단

의 시각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시각화의 상이 정성

인 데이터라면 시각화의 방법은 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상 등의 표 을 한 것으로써 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그 정보는 원 데이터에 비

해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

량 인 데이터에 비해 정성 인 데이터의 표  범

가 더욱 자유롭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각

화의 방법은 자 출력과 같은 1차원  방법, 치 정

보와 같은 속성을 이용한 그래  기반의 2차원  방

법, 3차원의 공간 인 표 이 가능한 3차원  방법 등

이 있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어떤 표  방법을 이용

할 것인지는 데이터가 가지는 속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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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정보 시각화 단계를 거친 후 인터 션 단계

를 거치게 되는데, 사용자와 정보간의 상호작용 방법

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콘 기반의 시각 인 요소를 이용한 GUI는 컴퓨

터 내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시각화 하

여 사용자에게 직 이며 효율 인 화면을 제공하

듯이, 최근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개발되면서 상

호작용 방법은 제스처, 음성, 시선 등의 방법을 통하

여 입력되는 형태로 인터랙션의 방법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 시각화의 연구 

방향 가운데 정성 인 데이터의 정보 시각화 단계에 

한 연구를 빅데이터의 데이터 변형성 측면과 련

하여 진행한다. 

그림 3. 유사성 연결 알고리즘[7]
Fig. 3 Algorithm for similarity connection[7]

Ⅲ. 제안 알고리즘

인간의 사고는 시간의 요소가 용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데이터는 변형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변

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 인 사고가 가

능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변형 데이터의 유

용성은 빅데이터 시 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발하고 있

다. 참고문헌 [6]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 3은 이러한 

데이터 변형성에 과정에서 선택된 최종 데이터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원

본 데이터(source)를 기 으로 추출한 의미어(word)

를 기반으로 유사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sea-

rchDB)를 통하여 추출된 유사어(sword)를 기 으로 

설문 기반의 선택 단어를 유의미한 통계의 결과를 기

반으로 기 (mid)을 결정하고 해당 기  이상의 유사

어를 선택(sel)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유사어 선

택의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와 선택된 유사어와의 

도를 기 으로 한 선택을 통하여 변형된 데이터를 추

출(translate) 할 수 있다. 

(1)

식1은 상  30% 단어의 평균 선택율을 나타낸다. 

상  30%의 평균 선택율이 각 단어별 선택율과 비교

상이 되어 핵심 단어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를 변형하여 각 단어별로 변수를 교체하면 체 각 

단어별 선택율을 계산할 수 있다. 

(2)

식2는 혼돈율을 나타낸다. 원문자를 선택한 총 개

수(A), 유사문자를 선택한 총 개수(B), 개별 원문자 

선택 개수(okVi), 개별 유사문자 선택 개수(alikeVi)를 

기반으로 혼돈율이 개산된다. 값은 0에서 1의 범 로 

혼돈율이 높을수록 원문자와 유사문자와의 혼돈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온다.

그림 4는 시각화 알고리즘이다. 시각화 알고리즘은 

각각의 원단어 선택 개수의 합(sumofWord)을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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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 단어 별로 존재하는 유사단어에 따른 별도의 

이어(layer)를 둔다. 여기서 이어는 포토샵과 같은 그

래픽 로그램에 존재하는 이어의 역할과 동일하다. 

각 이어마다 투명도(transparent)를 조정하여 아래쪽 

이어와 쪽 이어 간의 농도(density)가 반 되도

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도에 따라 그리기 메

서드(draw)가 실행되어 체 원단어와 유사 단어 간의 

선택 개수에 따른 차이를 그래 로 보여 다. 

그림 4. 시각화 알고리즘
Fig. 4 Algorithm for visualization

IV. 실험 결과  결론 

실험의 과정은 시각화 알고리즘에 하여 Windows 7 

32비트 운 체제 상에서 자바 SE 패키지 jdk1.6.0을 기

반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단

어와 유사단어 간의 선택 개수와 농도에 따라 그래 로 

표 된 는 그림 5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어

의 선택 정도를 색의 농도라는 시각  요소에 의해서 표

됨으로써 즉시 으로 선택의 정도를 악할 수 있다.

그림 5. 시각화 알고리즘의 결과
Fig. 5 Result of visualization algorithm

그림 6은 원 단어와 이에 응하는 2개의 유사단어

에 해서 시각화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이다. 단어 

별 항목에 해 원 단어를 첫 번째 바 그래 , 유사 

단어를 두 번째 바 그래 , 다음 유사 단어를 세 번째 

바 그래 로 표 하 다. 부분의 단어들에 해 원 

단어의 선택 정도가 높았다. L의 경우 유사 단어와의 

혼돈의 정도가 높았으며 M의 경우 원 단어에 한 

선택이 압도 인 경우로 유사 단어와의 차이가 컸다.

그림 6. 실험 결과
Fig. 6 Experiment results

향후 연구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많은 연구

[8-9]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유사 단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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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 단어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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