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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는 다른 근이 필요한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분량, 데이터의 변화 속도, 데이

터의 다양성의 특징을 가진 비정형 데이터이다. 트 터의 트윗(tweet)이 국내만 보더라도 하루 500만건이 

넘는 상황이다. 이 게 많은 데이터는 렴해진 장시스템과 분석정보에 한 수요 증 로 인해 연구가치

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술에서 요구되는 요소 기술로써 데이터 변형성의 특징을 기반

으로 우선순 기반 단어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BSTRACT

Big data which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from existing data processing methods, is unstructured data with a variety of 

features. The features mean the volume of data, the rate of change of the data, the data with a variety of features. Tweets of 

twitter in only Korea are more than 5 millions per day. So much cheaper data storage and analysis system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information, the value of research is increasing. In this paper, the technology required by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 data elements as a technology priority-based word-based recommendation algorithm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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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인 빅데이터(BigData)는 단순

히 데이터의 양이 크다는 특징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트윗(tweet)메시지처럼 재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에

한 빠른 처리를 재로 하고 데이터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기존에는 버려졌던 데이터 한 분석의 

상이 되는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장시스템 한 

그 특성에 맞게 확장되어야 한다[1-4].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효과 으로 추출하고 분석하

는 작업이 요한데, 일반 데이터가 아닌 그래 와 같

은 형식으로 시각화하는 작업 한 활발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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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5-6].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술로는 처리하기 힘든 빅데이

터 기술은 비정형 데이터, 즉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

가 아니어서 어떠한 틀에 맞게 정형화하기 힘들어 버

려졌던 데이터들을 상으로 한다. 빅 데이터는 이러

한 비정형 데이터에 해 새로운 심의 흐름에서 발

생되었으므로 정해진 목 에 맞게 데이터를 효과 으

로 장하고 분석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과는 

다른 형태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그

림 1과 같이 3V( Volume, Variety, Velocity)의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사람에 의해서 만

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기 해 이용되는데 컴퓨터 로그램의 특성에 

인간의 기억의 변형성의 특징을 가미한 기계 학습 기

술이 용되어야 좀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빅데이터는 통계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측을 할 수 있다.”[7] 그러나 인간이 가

지고 있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감안해 보면 원본 데이

터가 그 로 유지되기 보다는 유사 데이터로 변형되

어 기억되는 변형성으로 인해 이를 반 한 기술이 요

구된다.

그림 1. 빅데이터의 특징 [1]
Fig. 1 Characteristics of BigData [1]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에서 요구되는 요소 

기술로써 데이터 변형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우선순  

기반 단어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데이터 변형성이

란 비정형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학습 과정과 

기억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는 원본 데이터의 유사 변

형의 특성을 의미한다. 

II. 련 연구

기존의 데이터 분석처리 시스템과 달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임워크를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워크 로우 통

합 리시스템이 필요하다. 

(a) analysis system

(b) big data analysis system

그림 2. 데이터 분석 시스템 [2]
Fig. 2 Data analysis system [2] 

그림 2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성과 빅

데이터를 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성  

차이를 보여 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의 과정을 통해 발생된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과

정에서 용량 데이터를 장하고 분석하는데 오 소

스 기반의 하둡(Hadoop), NoSQL, R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하둡과 오 소스 기반의 시스템들은 가

의 범용 서버와 네트워크를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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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에 비해 확장성의 부

담이 다. 비정형 데이터들은 상호 의미 계를 정립

하기 힘들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내는데 매

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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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이용

자들의 요구에 의해 미래에 한 측이나 사용자의 

선호도 추이 등의 상업 으로 유용한 데이터로써 인

식되고 있다. "인간의 사고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간의 

요소가 용되면 데이터는 변형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변형의 과정을 통해 창의 인 사고를 낳게 된

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변형 데이터의 유용성은 빅데

이터 시 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발하고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데이터 변형성에 과정에서 선택된 최종 데이

터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원본 데이터(source)를 기 으로 추출한 의미어

(word)를 기반으로 유사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

(searchDB)를 통하여 추출된 유사어(sword)를 기 으

로 설문 기반의 선택 단어를 유의미한 통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 (mid)을 결정하고 해당 기  이상의 유

사어를 선택(sel)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유사어 

선택의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와 선택된 유사어와의 

도를 기 으로 한 선택을 통하여 변형된 데이터를 

추출(translate) 할 수 있겠다."[7]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연결 알고리즘의 연결선 상

에서 빅데이터의 데이터 변형성을 기반으로 정보 선

택의 방법에 해 진행한다.

III. 제안 시스템 

데이터 변형성의 특징을 용한 유의어 리스트를 

구성하기 해서는 우선 원본 데이터를 선정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그림 4. 유의어 리스트 알고리즘 
Fig. 4 Similarity words list algorithm

본 연구는 특정 원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

되었다. 이러한 원본 데이터는 시간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기억의 변화가 진행된 상태를 

기 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재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결과로 재구성 원본을 취

합하고, 원본과 재구성 원본을 비교하여 변형 데이터

를 추출한다. 이때 원본데이터를 기 으로 추출한 단

어를 기 으로 비교를 진행한다. 이러한 변형 데이터

를 취합하여 유의어 리스트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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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형성을 용하여 구성한 유의어 사 을 

이용하여 단어 추천 시스템에서 이용할 단어를 추출

한다. 그리고 련 유사어를 유사도 분석 결과에 의거

하여 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 변형 과정

에서 선택되어진 정도에 따라 우선순 의 근거로 

용하여 유사어를 정렬한다. 실제 단어 추천 시스템의 

동작 상황에 따라서 추천 단어의 리스트를 제시한다. 

기존의 메뉴가 아닌 변화하는 단어의 상황에 따른 추

천 메뉴이므로 팝업 메뉴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림 5. 단어 추천 과정 
Fig. 5 Words recommendation process

유사도 분석은 식 1과 같은 기 으로 이루어진다. 

유사도 분석의 기존 방법들은 다양한데, 본 논문에서

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기반으로 분석하 다. 그림 5의 

단어 추천 과정은 유사도 분석 과정이 들어간 차를 

거쳐 정렬과 단어 추천이라는 흐름에 첨을 맞추어 

제안되었다. 

원 문자(A)와 유사문자(B)와의 거리(Length)는 2차

원 공간상에서의 원 문자(A)의 치값과 유사문자와

의 거리 개념으로 용했을 때 식 (1)과 같다. 거리의 

차이가 원 문자와 유사문자 간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

낸다. 

Length (A, B ) =W12�  +  W22

             
,  W1 =  |X2 - X1| 

, W2  =  |Y2 - Y1| �
(1)

거리간의 차이(DT)는 식 (2)와 같이 원 문자(A)의 

유사문자(B)와의 거리값과 원 문자(A)의 유사문자(C)

의 거리값의 차이를 기 으로 정하게 된다. 

D T =  Length (A, B ) -  Length (A, C ) (2)

장된 유사어들은 우선순  기반으로 정렬되고, 

이러한 순 를 기반으로 단어 추천이 이루어진다. 그

림 6에서 정렬의 방법은 재 우선순 에 기반하고 

있다. 

Words_Recommendation_Algo 

Initialization : input of similarity value

Begin Words_Recommendation_Algo 

Begin ordering 

Do 

  If  (previous data comparison) then

  ordering execution;

  priority index change; 

While (similarity words)

End ordering

Begin recommendation

For (list size)

  pop up menu creation;

  list component add;

pop up menu visualization;

If (word selection) then

  selection word index storing;  

  text area application;

End recommendation

End Words_Recommendation_Algo

그림 6. 단어 추천 알고리즘 
Fig. 6 Words recommendation algorithm

각 단어들은 순 를 장하는 코드에 변경된 순

 인덱스를 장한다. 이 작업은 유사어의 유무를 

검하는 과정과 함께 수행된다. 단어 리스트의 체 크

기를 반복의 횟수로 하여 추천 단어를 가시화할 팝업 

메뉴를 생성한다. 그리고 해당 팝업 메뉴에 단어 리스

트의 컴포 트를 추가한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실제 팝업 메뉴를 가시화 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단어 

추천 시스템의 이용자에 의해 단어가 선택되면, 선택 

단어에 해서 선택과 련된 코드에 선택의 횟수

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장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선

택한 단어를 실제 문장의 한 요소로 반 하기 해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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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에어리어에 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정렬의 방법은 재 우선순 에 기반하고 있는데, 

시스템 이용자의 실제 선호도를 반 한 가 치 부여 

방법이 요구된다. 우선순  정렬 방법을 기반으로 한 

단어 추천과 가 치를 부여한 정렬 방법을 기반으로 

한 단어 추천 방법을 기반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어 별 우선순 의 정확성은 일반 우선순  부

여 방법(GAP1)과 가 치 부여 방법(GAP2)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으나 반 으로 가 치를 

부여한 방법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 다.

그림 7. 비교 결과 
Fig. 7 Results of comparison 

IV. 결론  향후 연구

빅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의 과정을 통해 발생된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 용량 데이터를 장하고 분석하는데 오 소스 

기반의 하둡, NoSQL, R등을 툴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러한 오 소스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환경 인 

장 과 더불어 데이터를 장할 스토리지의 가격화

의 경향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빅데이터 련 연구 가운데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형성은 분석의 질을 결

정할 수 있어 매우 요한 분야이다.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기 해서는 데이터 변

형성이 진행된 단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데이

터 분석의 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의미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데이터 변형성과 원래 데이터와

의 상 계에 정의가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

이터 기술에서 요구되는 요소 기술로써 데이터 변형

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우선순  기반 단어 추천 시스

템을 제안하 다.

향후 연구로는 2차 데이터에 1차 데이터의 사용자 

선택 사항을 반 하여 유사도의 정 성을 높이는 과

정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2차 데이터는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단어를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결과로 시스템

에서 제안한 우선순 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재의 데이터 해석 경향을 반 하는 사항

으로 이와 련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유사도 분석 방법을 용

하여 유의미한 값을 밝히는 연구가 더해져 유사도 분

석에 을 맞춘 진행이 필요하다. 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많은 연구[8][9][10][11][12] 환경에서 이러

한 단어 추천 알고리즘의 용성에 한 연구도 진행

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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