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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 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해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빅데이터의 특성은 V3에서

V5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 분석 교육도 V5를 감안한 데이터 분석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작금 불확실성의

증대는 데이터 분석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기에내적․외적구조화/비구조화 데이터를 비롯해 교란 요인마저 분석할

때데이터의신뢰성은증가될수있다. 그리고 평판분석을활용할때범하기쉬운오류가가변성과불확실성에대한

상황 인식이다. 가변성의 측면을 고려해, 다양한 변수와 옵션에 의한 불확실성의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한 데이터

분석이이뤄질때 데이터에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은증가할수 있다. 사회관계망 분석에서학생들과 일반 연구자들

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텍스톰과 노드엑셀의 노드 분석이다. 사화관계망 분석은 매개중심성에 의한 상황 분석을

통해 다크 데이터를 찾아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현 상황을 분석하여 유용한 의미를 얻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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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big data analysis education and suggests ways to solve

them. Big data is a trend that the characteristic of big data is evolving from V3 to V5. For this reason,

big data analysis education must take V5 into account. Because increased uncertainty can increase the risk

of data analysis,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d/semi-structured data as well as disturbance factors should

be analyz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And when using opinion mining, error that is easy to

perceive is variability and veracity. The veracity of the data can be increased when data analysis is

performed against uncertain situations created by various variables and options. It is the node analysis of

the textom(텍스톰) and NodeXL that students and researchers mainly use in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should be able to get meaningful results and predict future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based on dark data g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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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과학저널 네이처Nature는 10년 이내우리의

삶에영향을끼칠중요한기술중하나로빅데이터를꼽

았다. 다양한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권위

를지닌 네이처Nature가빅데이터에주목한이유는무
엇일까? 그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데이터 정보 분석이 중요해졌으며,

데이터를누가, 어디에, 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그가

치가 결정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데이터의범람으로수많은데이터중에그것을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미 통계적으로 산

출된데이터라할지라도그데이터를읽고활용할수있

는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된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

이다.

빅데이터의등장은혁명으로까지불린다. 그렇다고이

전에빅데이터가존재하지않았던것도아니다. ‘세계 각

지에서 매일 25,000대 이상이 운항하는 비행기의블랙박

스는 운항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바이오테크

놀로지분야에서는수천수만개의유전자염색체게놈

분석을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며, 미국항공

우주국(NASA)을 비롯해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에서

는우주개발에필요한방대한양의데이터를분석처리

하고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빅데이터가

주목을받고있는것일까? 앞선사례들이특수한영역과

분야 및 환경에서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

리하여 분석해왔다면 지금은 일상생활 분야와 환경에서

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2016년 3월알파고와이세돌

간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의 패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상승하였으며, 자율운행 자동차의

등장이머지않았다는국내외뉴스보도로빅데이터에대

한관심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 여기에 TV 방송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등장하여 향후 창업 전략 내지 연관

어 검색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기도 하였다. 물

론, 이전에 이미 대학 내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빅데이터는 융복합 교과목의 화두가

되었으며, 빅데이터 관련 전공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

다. 대학에서는 융합 교과목으로 빅데이터 또는 IT융합

교과목 등을 개설하면서 빅데이터 기술과 분석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과제 실습을 진행해가고 있다. 이러한 국

내 대학의 빅데이터 교육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수행하는빅데이터분석과제가빅데이터의특성을반영

하고 있는가와 빅데이터의 활용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현 상황 분석, 이상 현상 감지, 미래 예측 등으로 데이터

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통찰력을 통해 예측 가능한 분

석을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들을살펴보아야할때이다.

따라서 본고는 빅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시나리오의

측면에서대학의빅데이터분석과제의문제를분석해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빅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시나리오
2.1 빅데이터의 특성 V5로의 진화
빅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아직 체

계화의과정에있다. 미국과유럽의 IT 업계에서는빅데

이터를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로는 관리가 곤란한 대량

의 데이터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1년 일본의 
MGI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는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
터베이스소프트웨어툴로는캡처, 저장, 관리및분석할

수없는데이터세트를넘어서는규모의데이터를의미하

며, 혁신․경쟁․생산성을위한차세대프론티어’로정의

하고있다[2]. 이와동시에빅데이터에대한이러한정의

가 주관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최근에는넓은의미로빅데이터를정의하고있다.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란 V3, 곧 Volume, Variety,

Velocity의 측면에서 기존 기술로는 관리가어려운 데이

터 및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하여 분석하는 기술이

자,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의미와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재와 조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살피고 있다[3]. 여기서 빅데이터 기술로는 맵리듀스, 하

둡 등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프레임워

크, 확장성이뛰어난 NoSQL, 그 외기계학습및통계분

석등이있으며, 분석및조직으로는산출된데이터를분

석하여 활용 가능한 의미와 통찰을 이끌어내는 해석학

자․데이터 분석가와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빅데이

터는빅데이터기술과빅데이터분석으로나누어생각해

볼수있다. 하둡, NoSQL, 기계학습, 통계 분석, 데이터마

이닝, 텍스트마이닝 등이 빅데이터 기술에 해당된다면

이들 기술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유용한 의미로 해석하

고분석하는데이터분석가, 조직등은빅데이터분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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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해당된다. 전자가 IT 분야, 컴퓨터 관련 학과, 통계

학 등에서 다루는 분야라면 후자는 인문학적 해석과 분

석, 통계 분석의 사회학적 이해와 사회학적인 분석적 시

각, 사회과학을 토대로 한 미래학 등에서 다루는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빅데이터 전문가는 이 양자의

분야에 해당되는 조직의 인재인 셈이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관련빅데이터기술이전문적인학문분야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대학 교육에서 교양

및융복합교과과정을통해교육이가능한부분이라하

겠다. 그래서 최근 대학의 교양 교육 및 융복합 교과 교

육에빅데이터와관련된유사교과목들이개설되어운영

되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교육 과정은 빅데

이터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중요한요인은빅데이터의특성을이해하는것이다.

빅데이터의 특성은 대개 V3를 들고 있다.

‘빅데이터’하면 대개가 대량의 데이터, 곧 데이터양

(volume)으로 이해한다. 대량의 데이터는 빅데이터에서

전제가되어야할첫번째요소이다. “2011년 한 해동안

전 세계에서 생성된 디지털 정보의 양은 1.8제타바이트

였다. 이는 두 시간짜리 HD급 영화 2000억 편과 맞먹는

수치인데 2010년 우리나라에 살았던 모든 사람(약 4875

만명)이 18만년동안쉬지않고 1분마다트위터에 3개의

글을 게시해야 가능한 정보의 양이다. 디지털 시대가 본

격 도래하기 이전인 1988년 인류가 확보한 아날로그 데

이터 저장 능력은 262만 테라바이트 수준이었다[4].” 이

처럼 영상, 이미지, 소셜미디어 등 구조화데이터보다 비

구조화데이터양은 현재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

이트로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보다 많은 수 엑사바

이트, 제타바이트로데이터양은급증할것이라는예측은

무리가 아니다.

최근의 데이터는 다양성(Variety)을 지녔다. 기업의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 웹 로그 데이

터, 콜센터통화이력, 트위터나페이스북과같은소셜미

디어 안의 텍스트 데이터,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의 영상

및 음악 데이터,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에

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시시각각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

등다양한데이터가생성중에있다. 때문에이미지, 동영

상, 음성, 생체인식등기업이나기관이수집하고분석해

야 할 데이터의 종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있는데이터는텍스트데이터, 영상및음악데

이터, 음성 데이터, 위치정보, 센서 데이터, 이미지 등과

같은데이터이다. 기존데이터의축적, 처리, 분석이구조

화데이터에만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하나하나마

다 크기와 내용이 달라 다루기 어려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비구조화데이터)의종류들로확장되고있는추세

이다[5].

속도(Velocity)는 데이터의 발생 빈도와 갱신 빈도를

보여주는것으로써빅데이터의중요한특성의하나이다.

속도는 데이터의 변화와 축적, 분석 속도를 의미하는데

데이터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 더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축적과 변화의 속도는

데이터의 축적, 변화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반응으로 읽

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시간 처리, 스트림 데이터 처리 등이

있다[6].

최근빅데이터의특성으로 V3 외에가변성(variability)

과 정확성(veracity: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하나의 데이

터가 서로 다른 맥락(context)에 의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다른 영향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가변성이라 한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

성 등의비구조화데이터는어떤요인에의해변동될수

있기에 그 맥락과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성

이란 데이터에 대한 신뢰치를 의미한다. 대량의 데이터

군집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그 데이터가 신뢰치가 높은

것만은 아니다. 데이터의 신뢰치는 다양한 변수와 옵션

을 고려할 때 그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빅데이터의특성은 V3에서 V5로점차진화하고있

다.

2.2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데

이터를유용한의미와통찰로이끌어내어활용하지못한

다면 수많은 데이터는 한낱 쓸모없는 돌에 지나지 않는

다. 옥석은그냥돌이다. 옥석이옥이되려면옥석을갈고

닦고다듬는연마의과정과정제의과정이있을때고운

빛깔의 비취옥이 된다. 데이터 역시 데이터에 대한 해석

과분석을통해이상현상을감지해서현재상황을분석

하여 유용한 의미를 이끌어 냄으로써 가까운 미래를 예

측하고추론하는활용이있을때그가치가드러날수있다.

빅데이터의활용시나리오에는이상현상감지, 현 상

황 분석, 가까운 미래 예측을 들 수 있다[7]. 먼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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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감지는 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기록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건인가에 대한 패턴 여부를 파악한 후 새

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정상 패턴인지 비정

상패턴인지에대한이상(異象) 현상여부를판단하는일

련의과정이다. 가령, 최근경기도는빅데이터분석을통

해장기수선충당금·인건비·전기요금·수도요금등 6개항

목에서평균보다많이나온아파트 516개단지와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주민감사

가 청구된 4개 단지 등 총 556개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152억원의 관리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비정상 패턴을 분

석해냈으며, 각 세대마다 2년간 3만원씩더낸이상현상

을 감지하여 관리용역 업체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8]. 이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상 현상 감지는 신용카드사의 카드 부정이용 방지, 기업

의 내부 부정행위 적발, 고객의 이탈 방지, 환우의 이상

현상을 감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예측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

석하여 수 분, 수 시간, 또는 수 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통찰하고가까운미래를예측하거나상황을추론

하는 데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상황 분석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전에 감지하

지 못했던 사업이나 불명확했던 기관의 문제를 분석해

냄으로써기업이나기관의현황을보다명확하게이해할

수있게하며, 공공기관의반복되는비정상적인현재상

황패턴을분석하여시정조치내지는공공의이익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이때 다크 데이터(dark data)를

발견하는것이중요하며모든데이터를관리하고모니터

링할 때 현재 상황은 보다 명확히 분석될 수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현재 상황 분석, 이상 현상 감지,

가까운 미래 예측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상 현상을 감지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이상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

또한미래예측을통해이상현상이감지될것이라는판

단하에현재상황을분석함으로써현상황을개선할수

도있다. 따라서빅데이터의활용시나리오는어느한방

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텅링함으로써 각 상황에 부합되는 분석으로부터 출

발한다.

3. 빅데이터 분석 과제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1 데이터양의 부족과 패턴 분석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대량의 데이

터를축적, 처리하는것이다. 현대사회는다양한변수와

옵션이 수시로 감지되고 수시로 변화한다. 다양한 변수

와 옵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며, 불확실성의 증대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특정 데이터

나 한정된 데이터만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여 이상 현상

을 감지하였다면 그 분석은 리스크가 증가된 데이터 분

석이라할수있다. 따라서빅데이터를분석할때는대량

의 데이터가 필요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여러 변수

와 옵션을인지할수있는데이터에대한수집과처리는

필요충분조건으로갖춰질때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다.

물론,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가령, "A-B-B-A-B-B-?”와 같은 패턴이 주기

적으로반복된다면더이상의데이터축적은무의미해진

다. 왜냐하면 A 이후 B-B가나오고다시 A가반복될것

을알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동일한패턴이여러변수

나 옵션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확실성은

증가하고 리스크는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

니라면 데이터 축적은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그 패턴

이 어떠한 변수나 옵션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다면 더

욱 더 데이터 축적은 필요해진다. 어떠한 변수나 옵션에

영향을받는다는것은 ‘교란요인’이다. 교란요인은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빅데이터 분석에 고려되지 않는

요인을 일컫는다[9].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생각을

많이하고시간을쏟아야하는단계가바로분석대상의

가치와의미를이미설정한후그가치와의미에적합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이는 일이다. 분석과 추론을 위한 모든 변수와 가능성을

파악한 후 상관성에 기초하여 분석 대상 데이터를 가져

와야 한다[10].

그런데학생들의과제보고서에서상관성을고려하지

않았기에흔히범할수있는문제가바로교란요인에대

한데이터수집과처리의미흡이다. 일례로 한국영화의

흥행 분석과 흥행예측 과제 보고서를 볼때 우선 충분

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바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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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

할수있었다[11]. 이 보고서의경우분석대상영화로최

근 천만 이상의 관객으로 흥행한 명량 , 국제시장 ,

베테랑 을 흥행 원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봉될

밀정 을 흥행 예측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흥행 원인

분석으로매출액, 관객수, 스크린수로우선분석하였으

며, 다음소프트의 소셜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평판분석을

시도하였다. 평판분석으로는 해당 영화의 긍정/부정 추

이를일자별데이터로분석하고연관어의긍정, 부정, 중

립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영화에서 흥미

부분을분석하였으며, 배우의특성을연기경력, 작품수,

관객 천만 이상 실적 수, 누적 관객 수로 구분하여 평점

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원인분석을바탕으로① ‘역사

적사실’, ② ‘역사적인물’, ③ ‘기성세대’, ④ ‘범죄’, ⑤ ‘웃

음’, ⑥ ‘감동’, ⑦ ‘극적반전’ ⑧ ‘여성 관객’ 등이담긴영

화가흥행할수있다는현상황분석을제시하였다. 이후

개봉예정인 밀정 이①, ②, ③, ⑤, ⑥, ⑦의 6개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흥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학생 보고서의 분석을 살펴 볼 때 영화의 외적 교

란요인이라할수있는배급사, 투자액, 개봉시기, 마케

팅 전략 등과 내적 교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 내

적흥행요소(대사, 사건, 배경, 플롯구조)에대한분석없

이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예측의신뢰성에의문을갖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非但) 학생의 과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

화분석의논문에서도나타나고있다. 이 논문의경우 ‘눈

물’과 ‘웃음’이라는심리적요소를텍스트의내적흥행요

소로보고데이터분석을하였다[12]. 말하자면데이터를

총체적으로살피는것이아니라내적요인만을분석함으

로써 외적 요인에 의한 변수나 옵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으며 분석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분석 대상에 대한 내적․외적

구조화 데이터를 비롯해 비구조화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여러 변수와 옵션에 의해 교란 요인으로

작동될수있는구조화및비구조화데이터의패턴도분

석할 때 빅데이터 분석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평판분석의 오류와 이상 현상 감지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빅데이터의 특성은 V3, 곧

Volume, Variety, Velocity에 Variability(가변성)과

Veracity(정확성)가 더해져 V5로 진화하고 있다. 가변성

(Variability)은 데이터의변동성을의미하는것으로다양

한 변수와 많은 옵션으로 인해 일정한 데이터로 분석되

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데이터는 고정된 패턴

으로축적되며, 특정규격이나형식을갖고있다. 하지만

많은옵션과변수로인해분석과해석이쉽지않다. 가변

성이증가하면상대적으로정확성(Veracity)은 감소된다.

정확성은데이터의불확실성을의미하는것으로일정유

형의데이터에부여할수있는신뢰수준을의미한다. 빅

데이터의중요한요구사항중하나가높은데이터품질

을유지하여불확실성을제거하고정확성을증대시킬수

있어야한다. 그런데데이터마이닝, 통계 기법, 텍스트마

이닝, 평판분석(Opinion mining), 소셜 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tics), 클러스터분석등을통해얻

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가변성이 증가된 상황이라면 그

신뢰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13]. 최상의 데이터 정제

(data cleansing) 기법을 활용해도 일기예보(기상 변동

상황), 주식 동향(주식 변동 예측), 고객의 가까운 미래

구매 예측과 같은 일부 데이터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높은 데이터 품질을 유지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가변성과 불확실성의 상황

을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은 빅데이터 분석은 신뢰해야

할 데이터에 대한 오류로 이어진다.

학생들의 과제에서 흔히 활용되는 평판분석(Opinion

Mining)이 그 대표적인데이터오류의사례이다. 학생들

이손쉽게사용할수있는빅데이터분석기법중하나가

평판분석(Opinion Mining)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

스트 마이닝의 한 분류로서 평판 분석으로도 불리며, 소

셜미디어등의정형/비정형텍스트의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특정

서비스및상품에대한시장규모예측, 소비자의반응, 입

소문분석등에활용되고있다[14].” 국내빅데이터분석

솔루션으로 다음소프트의 소셜분석 솔루션인 ‘소셜메트

릭스’가대표적이다. ‘소셜메트릭스’는키워드의의미를 8

개의 특성으로 산출하여 연관어 키워드 분석, 트윗양을

통한 연관이 추이, 긍정․부정․중립의 감성분석 등을

제공한다. 소셜메트릭스는 단순히 데이터만을 산출하기

보다는 텍스트 마이닝 작업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과 발

생 원천, 이유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소셜메트릭스

가가지고있는문맥분석의장점은관계망분석이시간

과돈이많이들어가는것에비해원하는가치를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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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렵지만, 문맥분석은보다쉽게원하고자하는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정 검색 수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과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평판 분석이다.

소셜메트릭스의평판분석을활용한오피니언마이닝

에서 학생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가변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이다. 실례로 편의점 창업에 대한 분석 및 예

측 보고서를보면, ‘편의점창업을해도되는가? 창업을

해도된다면어떤편의점을창업해야하는가?’에대한주

제로편의점창업시고려사항, 3대편의점분석, 편의점

별 연관어 분석 및 긍정/부정 반응 분석 등을 통해 편의

점을분석하였으며편의점창업및창업시어떤편의점

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15]. 이 보

고서는편의점증가량, 보증금및가맹비등에따른창업

비용, 편의점인기상품순위, 1인 가구증가, 창업선호도

순위, 3대편의점점포증가량, 상품만족도, 서비스만족

도, 마케팅만족도, 전체만족도를우선분석한후소셜메

트릭스를활용해평판분석을시도하였다. 3대편의점중

GS25의 연관어를검색한결과상품으로초코, 호빵이검

색되었고 속성으로 맛이 가장 많은 검색 건수를 보였다.

[Fig. 1] Errors in the search analysis of Social-metrics

이러한 이유로 1차 보고서에서 GS25에 대한 긍정 반

응으로분석하였지만, “초코, 호빵, 맛”이무엇에대한탐

색이며, 왜 많은 탐색 건수를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하도

록 주문하였다. 그 결과 2차 보고서에서는 “초코, 호빵,

맛”이 “초코호빵”에 대한 탐색 건수라는 것을 확인함으

로써 연관어 탐색의 변수로 작용한 가변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자체는 GS25에 대한 긍정 반응이

아니며, 연관어분류중장소로 10순위에올라온 ‘편의점’

이 고객 반응이라는 사실로 데이터 분석을 수정하였다.

특히, 연관어 분류 중 장소로 편의점 탐색 건수가 CU는

1순위 2,711건, GS25는 10순위, 1,176건, 세븐일레븐은 11

순위 1,148건이라는사실에주목했으며, 감성분석을활용

해 긍정/부정 반응을 분석하였다. 유의미한 탐색어 여론

으로연관어 ‘갑질’과 ‘불공정행위’의탬색건수를분석한

결과 2015년 9월 세븐일레븐의 가맹점 불공정행위로 갑

질을한뉴스보도로탐색건수가상승한사실을확인함

으로써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 평판 분석

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 논문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클래식 음악’ : 연관

이미지, 인물그리고 여론성향에 관한 연구 에서도 그대

로 나타난다[16]. 이 논문도 다음소프트의 소셜메트릭스

를활용해분석했다. 이 논문을보면클래식음악의대표

적 인물로 베토벤이 2008년과 2013년에 가장 많은 탐색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로 베토벤을 꼽았다. 그런데

2008년클래식음악을테마로한드라마 베토벤바이러

스 로베토벤에대한탐색건수가 26.6%로나타났다. 반

면에 2013년 탐색 건수는 베토벤이 21.6%, 모차르트가

20.2%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의 대표적 인물이 베토벤이라는 것은 신뢰 수준을

의심하게 하며, 정확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것은 가변

성의측면을고려하지않은데이터의결과라할수있다.

가령, 드라마, 영화등에서클래식인물을소재로다룰때

탐색 건수가 급증한다는 변수와 연도별 탐색 건수에 대

한 데이터가 없기에 연도별로 탐색 건수에 대한 옵션이

더첨가되어야한다. 다시말해, 가변성의측면을고려하

여, 다양한 변수와 옵션에 의한 불확실성의 상황을 인식

하고 대비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은 증가할 것이다.

3.3 데이터 분석의 오해와 현 상황 분석
데이터의부정확성이감소되고정확성이증가되면데

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상승한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에 대해 우리는 막연히 신뢰

하려 한다. 엄밀성을 전제로 작은 부분까지 정확히 일치

시키려고 한다. 마치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자신의 질문

에완벽하게일치하는기록을찾아낼것이라고가정한다.

하지만이것은빅데이터의사고방식이기보다는 ‘스몰데

이터(small data)’의 환경에 가깝다. 과거 측정할 대상이

많지않았기때문에실제로측정을실시할때최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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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수량화함으로써정확한수치를제시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들쭉날쭉하고, 속성이 서로 다르며, 전 세계

수많은 서버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빅데이

터를사용할때는센티미터단위, 원단위, 분자단위까지

현상을 이해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방향성을 통해 거시적

차원으로 통찰할 필요가 있다[17].

일반적인 방향성과 거시적 차원으로 통찰을 하려면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상황 분

석은 감추어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 범

주 내에 포함시켜서 빅데이터 분석의 틀 속으로 가져올

때 보이지 않았던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데

이터를단순히분석하는것만이아니라분석한데이터를

이해하고변화하는환경에따른모든데이터를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때 데이터 분석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서통찰을통해미래예측이가능하게된다. 가령, 사회연

결망분석으로서학생들이활용하는것이텍스톰과노드

엑셀이다. 텍스톰이나노드엑셀을활용한빅데이터분석

기법에서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에 대한상

황 분석이 한 예라 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을 이해하기

위한노드분석에따른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상황분석은다른노드간의최단경로에많이포함된노

드, 즉 가장 많이 걸쳐가게 되는 노드가 매개 중심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방식이다[18].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개자 혹은 교량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매개 중

심성이높은사람또는기관은정보의흐름과교환에있

어 중요한 중재(intermediary) 또는 통제 역할을 수행하

는 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드가 제거될

경우네트워크전체연결흐름에큰영향을미치게되는

노드가 매개 중심의 노드인 것이다. 따라서 중재역할의

중요성이 클수록, 의사소통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은

그만큼커지게되며다른행위자들또한이에대한의존

성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텍스톰이나노드엑설을활용한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이다. 이 분

석 기법은 아직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점점

사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 학생 과제 사례로 ‘인터스텔라’의 흥행 요인 분석

및 영화 흥행 방향성 예측 을 보자[19]. 국외 천만 영화

중하나인 ‘인터스텔라’의흥행요인을분석하고최근영

화산업에미친영향력을통해앞으로영화의흥행방향

의 추세가 바꿀 것으로 예측한 보고서이다. 분석 방법으

로는 인터스텔라 의 흥행 현 상황, 누적 관객 수, 누적

매출액, 예매율분석으로오프닝예매점유율, 주차예매

순위, 예매율변화추이, 스크린수, 상영횟수, SNS파급

효과분석, 트윗량분석, 영화속이슈분석, 트렌드분석,

연관 검색어 분석, 매개 중심성 분석, 가까운 미래 영화

흥행 방향 예측 등을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는매개중심성분석을위해분석툴로텍스

톰을 활용하였으며, 수집 데이터는 네이버와 다음의 블

로그, 카페, 웹텍스트 데이터이며, 구글의 웹텍스트 데이

터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인터스텔라와 관련된 형태소

분석으로 ‘인터스텔라’을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아래의 노드엑셀과 같다.

[Fig. 2] “Interstellar” Node analysis using Texom

1차 과제에서 학생들은 사회연결망 분석으로서의 노

드 분석 결과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매개중심

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재 역할과 통제 역할을 하는

매개의 키워드를 찾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중재 역할

과통제역할의매개가의미를생산할수있는다크데이

터(dark data)일 수 있음을조언하였다. 이에 2차과제의

예측 결과로는 앞으로의 영화가 보는 산업을 넘어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4D, 5D, 아이맥스등액션이동반된즐기는산업으로바

뀔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과학 학구열과 같은 교육열의

트렌드에부합하려는특성을파악해영화에도각각의시

기에 맞는 트렌드를 부여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이와 같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노드 분석에서는 정보

의 흐름과 교환에 있어 중요한 중재(intermediary) 역할

이나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를 판단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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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터스텔라’, ‘영화’의키워드가중재역할을수행하

고있다면 ‘감독’, ‘크리스토퍼놀란’, ‘후기’, ‘리뷰’, ‘아이맥

스’의키워드는통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대개영화에

서 감독의 이름보다는 배우의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된다.

그런데 인터스텔라 에서는감독의이름이더많이거론

된다는점에서 ‘감독’, ‘크리스토퍼놀란’이 중심키워드인

‘인터스텔라’와 강한 연결성을 보이고 있으며, 주연 배우

인 ‘매뉴맥커너히’의 키워드는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우의

연기보다는 감독이 영화에 담고자 하는 의미(meaning)

가 앞으로의 영화 제작에 반영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려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의 반영이 중요하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맥스’의 매개 역할을 고

려할때단순히보는영화에서액션이동반된즐기는영

화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다크 데이터(dark data)를

찾아 분석한 결과이며, 사회연결망의 모든 키워드를 모

니터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한 텍스트마이닝을기

반으로 한 무용학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 을 보면, 매개

중심성이높은 ‘춤’, ‘예술’, ‘무용수’, ‘교육’이라는중재역

할과통제역할의키워드를찾았음에도불구하고데이터

의 의미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20].

[Fig. 3] Node analysis of Dance Studies

또한 ‘무용’을 ‘예술’과 ‘춤’으로 연결해 주는 매개어가

‘창조’라는다크데이터를발견했으나이역시그의미를

통해 무용의 미래 예측으로 확장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현 상황을 분석했다면 유용한 의미를 이끌어내어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결론
빅데이터의 세상이 열렸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가 중

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는 누가, 언제, 어떻

게 그것을활용하는가에따라그의미와가치는사뭇달

라진다. 데이터를 유용한 의미와 통찰로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빅데이터의 특성이 V3에서 V5로 진화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교육에 있어

서도 빅데이터 특성의 진화를 반영할 때 오류를 최소화

하는 데이터 분석 교육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오픈소스

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다. 우리

는 손쉽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분석하여 유용한

의미와 통찰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요구된다.

오늘날 불확실성의 증대는 다양한 변수와 옵션으로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분석과

추론을위한모든교란요인의가능성을탐색한후상관

성에 기초하여 분석 대상의 데이터를 분석의 툴로 가져

와야 한다. 분석 대상에 대한 내적․외적 구조화/비구조

화 데이터를비롯해교란요인으로작동될수있는데이

터 패턴마저 분석할 때 빅데이터 분석은 신뢰성을 확보

하고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서 학생과 일반 연구자들은 활

용이 용이한 소셜메트릭스를 오피니언 마이닝으로 분석

한다. 그런데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가변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상황 인식이다. 가변

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변수와 옵션에 의한 불확

실성의상황을인식하고대비한데이터분석이이루어질

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은 증가할 수 있다.

우리는 데이터를 팩트(fact)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다. 마치 데이터의 결과가 인과성을 토대로 도출된 데이

터처럼 인식하여 막연히 신뢰하려 한다. 그러나 빅데이

터는 거시적 차원의 통찰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 상황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

에 따른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때 통찰을

통한 미래 예측도 가능하다.

사회관계망분석에서학생들과일반연구자들이주로

활용하는것은텍스톰과노드엑셀을활용한노드분석이

다. 노드분석의매개중심성에대한상황분석을통해네

트워크의 전체 연결 흐름은 파악한다. 하지만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크 데이터(dark data)를 발견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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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발견하였지만그의미를분석해내지못한다는한계

를 보인다. 사화관계망 분석에 의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다크데이터를찾아이상현상을감지하고현상황을분

석하여 유용한 의미를 이끌어 내고 변화할 미래를 예측

하는 데 있다.

빅데이터의 특성이 진화하고 있듯이 빅데이터 분석

교육에서도학생들의분석기법활용도다양한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진화만큼이나 분석

의 오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분석 교육의 오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또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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