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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three Vs of volume, velocity and variety are commonly used to characterize different 
aspects of Big Data. Volume refers to the amount of data, variety refers to the number of types of data 
and velocity refers to the speed of data processing. Accor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size of Big 
Data varies rapidly, some data buckets will contain outliers, and buckets might have different sizes. 
Correlation plays a big role in Big Data. We need something better than usual correlation measures.
Methods: The correlation measures offered by traditional statistics are compared. And conditions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re suggested. Finally the correlation measure that 
satisfies the suggested conditions is recommended.
Results: Mutual Information satisfies the suggested conditions.
Conclusion: This article builds on traditional correlation measures to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The conditions for correlation measures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re suggested. The correlation measure that satisfies these conditions is recommended. It is 
Mutu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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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량(volume), 속도(velocity), 다양(variety)의 특징

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를 앞에 두고 우리는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빅데이터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big question)이다. 우리는 주어진 빅데

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현상을 알고 싶을 것이다. 즉,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가 관심이라는 것이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이 없다면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 과학적 사고의 근

간이다. 사회현상, 물리현상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

는 것이 인과법칙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가장 먼

저 접근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로부터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연관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인과관계를 설명

(explanation)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두 변수 X, Y가 

인과관계 성립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

로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변수 X, Y가 함께 변함(co-variation)을 확인함으

로써 알 수 있다. 이때, 변수 X, Y의 상관계수(correla-
tion coefficient)가 활용된다. 변수 X, Y의 상관관계를 

검증할 때, 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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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vening variable I and spurious variable S

변수(intervening variable)와 통제변수(control variable)
가 있다. 특히, 매개변수는 두 변수사이에 끼어들어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변수이다. 원인변수 X가 결

과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화살표 ‘→’를 이

용하여 ‘X → Y’로 표현하기로 할 때, ‘X → Y’로 보이

지만 사실은 ‘X → I → Y'인 경우, I 가 매개변수이다. 
통제변수란 변수 X, Y의 관계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

는 변수를 말한다. 변수는 값이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분류(classification) 또는 층화(stratification) 
될 수 있다. 따라서 X, Y의 관계를 설명할 때, 통제변

수로 통제 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사용조건이 통제변수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X와 Y는 상관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거

짓관계(spurious relation)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두 변수 X, Y사이의 관계가 다른 현상 때문에 우

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관계

분석은 거짓변수(spurious variable, confounder) S의 존

재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1]. 최근 빅데이터에서

의 거짓상관(spurious correlation)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다[2, 3]. 세 번째로 시간적 순서(time order)가 확인

되어야 한다. 즉, 원인변수 X가 결과변수 Y보다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변수 X, Y의 인과관계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고 이는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쓰이고 

있는 상관성 측도의 성질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특성

에 따른 상관성 측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관성 측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상관성 측도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상관성 측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이다. 

 두 확률변수 X, Y의 관측값 ( ),   ⋯ 에 

대하여 피어슨 상관계수 ,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 

, 상호정보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여기서, 는 ,   ⋯들에서의 의 순위(rank)
이고, 는 ,    ⋯ 들에서의 의 순위(rank)이며, 
는 확률을 나타낸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선형관계

(linear relationship)를 탐지하며, 선형변환(linear trans-
formation)에 불변(invariant)하고, [-1, 1]에서의 값을 

갖는다.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는 단조관계(monotonic 
relationship)를 탐지하며, 단조변환(monotonic transfor-
mation)에 불변(invariant)하고, [-1, 1]에서의 값을 갖는다. 
특히, 이상값(outliers)에 강한(robust) 특징이 있다. 상
호정보는 종속관계(dependant relationship)를 탐지하

며, [0, 1]에서의 값을 갖는다. 상호정보 추정 시, 주어

진 관측값 ( ),    ⋯ 에 대하여 어떻게 를 

추정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4], k 근접이웃(k nearest neighbors) 
[5]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리는 <Fig. 2>와 같이 격

자(grid)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이용한다.

Fig. 2  3×3 Grid for estimating p(x), p(y) and p(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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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with correlation measures for dependant relationship 

상호정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구하고 다른 상관

성 측도와 비교할 때,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로 

정규화(normalized)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상호정보

의 추정값은 격자(grid)의 수에 종속되므로, 다른 격자

(grid) 수에 따른 상호정보 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정

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변수 X에 대한 활성화 정도(entropy)를 H(X), 변수 Y에 

대한 활성화 정도(entropy)를 H(Y)로 표현하면, 정규

화된 상호정보(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NMI 
(X, Y)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6]. 

                 


 




                 


 




   
 

두 번째로, 이변량 정규 분포(bivariate normally dis-
tributed) 가정 하에서의 상호정보 와 상관계

수  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관계수  관점에서 상호

정보   값을 식 (1)과 같이 변환한다[7].

    


  

  ⋅                (1)

<Fig. 3>은 <Fig. 2>의 데이터에 대해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스피어만 순위 상

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상호정

보(Mutual Information)를 산출하고 비교한 결과이다.
<Fig. 3>에서 NMI는 정규화된 상호정보를 나타내

며, 3×3, 3×4, 4×4는 격자의 수를 나타낸다. NMI의 

Correlation은 식 (1)에 의해 NMI을 상관계수  관점에

서 변환한 값이다. <Fig. 3>의 데이터는   
  ∼ 로부터 임의로(randomly) 추출했다. 
X, Y가 종속관계(dependant relationshi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
cient)와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
tion Coefficient)는 이를 탐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는 종속관계(dependant rela-
tionship)를 잘 탐지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3. 빅데이터에서의 상관성 측도

Volume(용량), Velocity(속도), Variety(다양)는 빅데

이터의 주요 특징이다[8].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결정

에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

로 다양한 소스에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수많은 데

이터 버킷(bucket)이 분석을 위해 연결되고 또한 분리

되기도 한다. 즉, 데이터가 새로운 관점에서 합쳐지고 

분리되곤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응관측값

(paired observation),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 등이 

품고 있는 상관성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 또한 빅데이터는 데이터 버킷(bucket)의 크기가 

변하며, 이상값(outlier)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 특성에 맞는 상관관계 측도를 사용하여야 한

다. 제 2장에서는 전통적인 상관성 측도와 성질을 알

아보았다. 제 3장에서는 빅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상

관성 측도의 조건과 이에 부합하는 상관성 측도를 제

안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특성에 따른 상관성 측도의 조건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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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bucket for comparison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Y 48 27 28 29 40 31 32 33 30 35 36 37 25

X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Y 39 40 41 15 43 44 45 12 47 48 49 9

Fig. 5  Comparison with correlation measures for big data

Fig. 4  Graph for <Table 1>

첫째, 관심 데이터 버킷의 크기에 독립적(indepen-
dent)이여야 한다.

둘째, 이상값(outliers)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 즉 

강건성(robustness)이 갖춰져야 한다.
셋째, 선형성(linearity), 단순성(monotonicity)을 넘

어서는 측도여야 한다.
위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데이터 버

킷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4>
이다. <Fig. 5>는 <Table 1>의 25개 대응관측값 중 앞으

로부터 13개, 24개, 25개의 데이터 버킷에 대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를 산출하고 비교한 결과이다. 
<Fig. 5>에서 NMI는 정규화된 상호정보를 나타내

며, NMI_corr은 식 (1)에 의해 NMI을 상관계수  관점

에서 변환한 값이다. 같은 데이터 버킷(bucket)에서 관

측 데이터 크기가 13일 때와 24일 때를 비교하면 피어

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는 변동이 심하며, NMI_corr는 변동이 적음을 알 수 있

다. 관측 데이터 크기가 24일 때와 25일 때를 비교하면, 
즉 25번째 데이터인 이상값의 포함여부에 따라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는 변동이 심하며, NMI_corr는 변동이 적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빅데이터 특성에 따른 상관성 측도의 조건

에 부합하는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의 사용을 

제안한다. 

4. 결  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서는 상관분석, 
거짓관계(spurious relation) 확인, 시간적 순서(time or-
der) 확인 등의 과정이 요구된다. 첫 과정인 상관분석

을 위해, 상관계수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화두인 빅데이터는 Volume(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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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속도), Variety(다양)이라는 주요 특징을 갖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특성에 따른 상관성 

측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상호정

보(Mutual Information)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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