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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이 갖는 의미는? 

데이터 
과학 

정형, 비정형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
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 

빅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수학적 처리
과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를 다루는 활동 

시스템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
거나 상호 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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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과학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열린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직업

에 목적 의식

을 갖고 있어

야 한다 

네트워크(인

맥)를 구축해

야 한다 

최신 기술을 

계속 습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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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트렌드 

인프라스트럭처 

분석 
- 데이터분석 
   플랫폼 
-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 BI 플랫폼 
- 시각화 
- 머신 러닝 
- 스피치 & NLP 
- 검색 
- 로그분석 
- 소셜분석 
- 웹/모바일/커머스   
   분석 

애플리케이션 
- Enterprise 
- Industry 

오픈소스 

데이터 소스 및 API 

빅데이터 구성 

데이터 리소스 

빅데이터는 데이터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기술을 의미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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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트렌드 

4차 산업혁명의 태동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후반 현재 

특징 기계적 생산 및  
증기기관 

대량생산 및  
전기에너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IoT 기반 

- 2016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전 세계 확산 

•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제 46차 세계경제포럼(WEF), “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논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 

•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산업이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 Intelligent) 기반 하에  

    상호 연결된 지능화 사회로 변화시킴 

•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 영역이 ICT 기술과 융 ∙ 복합된 새로운 기술로 인류 삶의 방식 변혁 전망 

 
- 4차 산업혁명 시대, 4가지 융합 기술이 핵심 

• 사물과 ICT의 융합: 사물인터넷 (IoT) ex) 센서기술, 스마트 홈 서비스, 공장자동화, 3D 프린팅 

• 사람과 ICT의 융합: 사람과 장치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ex) 인터넷과 연결된 센서 부착 의류와 안경 등 

• 운송수단과 ICT의 융합: 자율주행차 ex) 구글 자율주행차 등 

•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의 융합: 딥러닝 ex) IBM “ 왓슨” 등, 빅데이터 정보를 AI가 스스로 분석해 스마트한 의사 결정 

출처: 글로벌마켓레포트,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코트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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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트렌드 

빅데이터 특징과 활용 

활용분야 설명 

미래예측 

 -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도 높은 실시간 예측 

 - (예) 미국 포드사: 커넥티드 자동차 주행시스템에 운전자의 

주행이력과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 최단 주행경로 제안 

숨은 필요 

발견 
 -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발견해 숨은 필요사항 발견 

리스크 
경감 

 - 정량적 정보를 대폭 확보하여 위험의 감소와 정확도 증대 

 - (예) VISA: 카드 부정검지모델에서 부정패턴의 갱신을 매일 수회 

실시하여, 정밀도를 향상 

맞춤형 
서비스  

 - 고객 개인별로 차별화해 유용한 정보 제공 

실시간 
대응 

 -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 (예) 일본 Nishitetsu Store: 매일 단일상품별 원가율과 원가변동 

추리를 분석하여, 이익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일자별 주력 마케팅 

정책수립 

- 특성: 대량의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 제약: 데이터 관점에서 관리 부재 

- 방향: 분산되어있는 대량 데이터 분석 통한 가치 제공 

- 특성: 분산된 데이터 중 비정형 80% 이상 차지 

- 제약: 특정 분산 병렬 처리 방법 제공 

- 방향: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방법 제공 

1. 용량(Volume) 

2. 다양성(Variety) 

3. 속도 (Velocity) 

- 특성: 데이터 생성 후 유통에서 활용까지 수분 소요 

- 제약: 일괄처리(실시간 처리 미지원) 

- 방향: 실시간 데이터 조회와 처리 

빅데이터 특징 빅데이터 활용 

4. 정확성 (Veracity) 

- 특성: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 제약: 분석의 정확도 향상에 노력 

- 방향: 다양한 분석기법 및 시뮬레이션 처리 의미 없는 데이터에 대해  

문제 핵심과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를 발견 하도록 제공 

가치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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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트렌드 

가트너 선정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Y 2018 ~ 2019 ) 

출처:  Gartner(2016~19,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가트너 선정  

2019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지능 

디지털 

메시 

 자율주행 사물 (Autonomous Things) 
 확장된 분석 기술 (Augmented Analytics) 
 인공지능 주도 개발 (AI-Driven Development) 

 
 디지털 쌍둥이 (Digital Twin) 
 자율권을 가진 엣지 (Empowered Edge) 
 몰입 경험 (Immersive Experience) 

 
 블록체인 (Blockchain) 
 스마트 공간 (Smart Spaces)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Privacy and Ethics) 

 
  양자컴퓨팅 (Quantum Computing) 

 지능형 (Intelligent) 
 
 분석 (Analytics) 

 

 용어에 주목하기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 (AI Foundations) 
 지능형 앱 • 분석 (Intelligent Apps and Analytics) 
 지능형 사물 (Intelligent Things)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클라우드에서 에지로 (Cloud to the Edge) 
 대화형 플랫폼 (Conversation Platforms) 
 몰입 경험 (Immersive Experience) 

 
 블록체인 (Blockchain) 
 이벤트 기반 모델 (Event-Driven) 
 지속적이고 적응할 수 있는 리스크 및 신뢰평가 (CARTA) 
   (Continuous Adaptive Risk and Trust) 

지능 

디지털 

메시 

가트너 선정  

2018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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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분석업무 이해 

1. 기획단계 
2. 사전준비단

계 
3. 탐색단계 

4. 분석 및 검
증 단계 

5. 이행 및 시
각화 단계 

•  프로젝트 착수 준비 
•  현황 및 트렌드 분석 
•  빅데이터 과제 도출 
•  빅데이터 과제 선정 
•  빅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 빅데이터 분석  
과제  

• 발굴 기획 
• 내부 데이터 조사 

•  내부 데이터 이관 
•  분석용 마트 구현 
•  분석모델 검토 
•  모델링 및 성능평

가 

• 분석 과제 타당성  
    검증 
• 시각화 검토 및 구현 
• 빅데이터 활용방안 

도출 
• 분석모델 고도화 

• 통계기반 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사례 기반   
   분석 머신 러닝 기반 

분석 
• 비즈니스 영향도 평가 

현업 부서 (업무담당자) 역할 

•  업무수요 제공 

•  업무현안 및 문제점 제공 

•  분석과제 발굴부터 현업부서 참여가 필수적 

•  도출된 과제 후보들을 평가하여 빅데이터의 과제를 최종 

결정 

정보화 부서 (IT 담당자) 역할 

•  아이디어 구현방안 제공 

•  데이터 유무 확인 

•  데이터 정보 제공 

•  후보 과제를 평가하는 보조적 역할 

빅데이터 과제 이행 시 역할 

빅데이터 분석업무 단계별 세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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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분석업무 이해 

빅데이터 분석업무 극복 과제 

• 수요, 공급자 간 데이터, 서비스 등을 공유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 선진국과 IT 솔루션, 데이터 분석 등 분야의 기술력 격차(2~5년) 

• 빅데이터 가공 ∙ 분석 전문 인력 
• 개발자 에코시스템 부재 : 프로젝트를 통한 전문성 확보 기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모델 기획력 
-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 기획, 산업적 활용 등 사업화 연계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데이터 개방 및 공유, 거래에 대한 거부감 (빅데이터 보유 업체·기관 간) 
• 데이터 축적       업무활용      기술 성숙       데이터 축적의 선순환  



 2018 eGlobal Systems Co., Ltd., All rights reserved. 
10 

2. 빅데이터 분석업무 이해 

분석업무 사례: 빅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진화 

과제명 빅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진화 사업주체 SK플래닛 

과제  
필요성  
및 목적  

• 기업과 판매 채널의 다양화로  공급이 증가하여 수요 분산을 야기 
• 서비스를 통해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쇼핑 경험 가치에 대한 통찰의 획득이 고객서비스의 주요 자원으로 

부상 
• 소비자의 탐색 노력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추천 서비스로 매출 향상 목표 

기대효과 • 서비스 사용자의 관심 증가로 인한 매출 및 만족도 향상. 

추진  
내용 

•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순차분석과 로그분석을 이용해 최근 3개월간 개인의 과거 사용 이력을 분석해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관심 상품을 추천하여 목록 제공 

• 데이터 베이스에 단순히 매칭하는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활용  
데이터 

내부 데이터 • 고객 구매정보 데이터, 고객 로그 데이터  

분석기법 • 순차분석, 로그분석 / 통계 분석, 상관 분석, 패턴 분석, 군집 분석 

분석결과 
활용계획 

•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별화된 O2O 서비스 계획 수립  

결과 
 데이터 

• 사용자 행동 분석 데이터, 사용자 욕구에 최적화된 추천 데이터  

시사점 
• 출처 : 2016년 글로벌 빅데이터 융합 사례집  
• 대용량 수집분석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증가로 연결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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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분석업무 이해 

분석업무사례: 빅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타깃 마케팅 

과제명  빅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타깃 마케팅 사업주체 신한카드 

과제  
필요성  
및 목적  

•  카드 비즈니스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 경영을 담은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의 강화 
•  고객 소비 패턴 파악으로 카드 서비스와 혜택 제공으로 결제액 증가 목표 

기대효과 • 결제액 증가를 통한 매출 증대 

추진  
내용 

• 비정형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이탈 고객 예측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SNS 소비 트랜드 분석 

•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군집분석으로 분류하여, 해당 군별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컨설팅 분석방법론 

마련 

활용  
데이터 외부 데이터 • SNS 

내부 데이터 • 결제 내역 데이터, 기본 인적 데이터 

분석기법 • 회귀분석, 텍스트 마이닝, 군집분석/ 통계 분석, 상관 분석, 패턴 분석, 예측 분석, 추세 분석, 군집 분석 

분석결과 
활용계획 

• 미래의 소비패턴 예측 및 잠재적인 소비 욕구에 맞춘 새로운 상품 체계 개발 

결과 
 데이터 

• 주 소비 지역 거리 데이터, 소비 트랜드 분석 데이터 

시사점 
• 출처 : 2016년 글로벌 빅데이터 융합 사례집  
• 정책수립관점으로, 빅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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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의료(진료) 정보 분야 

■ 제조공정 분야 

■ 공공분야 (전파정보 빅데이터, 고속도로 주행속도) 

■ 보안 빅데이터 분야 

■ 영업정보시스템 및 고객지원센터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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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보건의료(진료) 정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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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사회적 이슈와 자동차 보험 사기 

이슈   보험사기를 노린 의심환자로서 3년간 10회 이상 교통사고를 겪은 환자가 935명에 달하며,  
    이들이 찾은 의료기관도 특정한 장소에 몰려 있음 
  이로 인해 2015년 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459억에 달함 

탐색 및 검증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과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특성을 분석 
  사고다발생 지표, 병상 가동률 지표, 비용 과다와 장기 입원 지표 등을 이상패턴탐지를 위한 지표로 활용 

방안 제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사기 의심환자와 병원을 찾아내는 “보험사기 빅데이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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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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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탐지 및 예측.pdf 

출처: 2017년 빅데이터 성과공유대회,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 Case Study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자동차보험 누수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 탐지 및 예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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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진료정보분석시스템 2차년도: 사고다발생 분석(차세대) 

-지역별 사고별 유형을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 하기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 인식 
 
-임원 및 현업 담당자도  
  동일한 화면으로 
  같은 시점에 정보를 공유 

-주요지표를 통한 현황분석의 비교 및 검토 
-상위 랭킹을 통한 전체 비율을 직관적으로 인식 

-관련된 다른 주요지표를 통한 현황분석의 비교 및 검토 
-상위 랭킹의 변화를 통한 상대적 중요성을 인식 

- 관련된 데이터의 화면 출력 및 레포팅 
- OLAP 기능을 통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 

■ Case Study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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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 사용자가 직접 신속하고 다양한 분석으로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 
- 자동차 보험 진료정보에 근거한 과학적 심사 및 심사기준 개발 
-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 및 수진자 관리 
-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정보 제공 등 정부 정책 지원 
- 자동차보험 대내외정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전략 수립 

-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보험 분석(Analytic) 체계 구축 
- 자동차보험 심사정보 분석시스템 인프라 구축 
- 데이터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관리 
   프로세스 구축 

사업범위 

- 빅데이터 기반 분석(Analytic) 전문 심사 데이터의 확보 
-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제공 
- 진료정보 분석 전용 장비 도입 및 구축 
- 통계 데이터 생성, 진료 분석용 데이터 등 분석용 프로그램  
   개발 

구축방법 및 전략 

분석(Analytic) 

•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전용 데이터 

•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실시간 결과 확인 

업무연속성 확보 

•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내 외부 서비스 업무의 
지속성 유지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차보험 진료정보분석시스템 

■ Case Study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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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스템 도입 효과 

■ Case Study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단순 조회 업무(Reporting)에서 Ad-hoc분석, 통계, 시뮬레이션 업무까지 업무 개선 및 확대 

2~4시간 소요된 업무 분석 시간을 분 이하로 감소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증대 

 

원본 데이터를 분석환경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뷰를 통한 분석기법 활성화 

자료 분석 가능 기간이 1개월에서 3년으로 증가되어, 데이터 정확성 및 대표성 확보 

 

실시간 데이터를 심사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운영 데이터간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실시간 Dashboard 구성을 통하여, 시각적이고 즉각적인 인사이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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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다양한 대시보드의 시각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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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유전자 Data (구조적) 

데이터, 딥러닝 기술로 오진율 최소화 
자동화된 학습-가설-검증 시스템으로 
新치료법 습득 확산 

아토피, 비염 등 유전 질병 관리 
대사증후군 등 특정 질병 관리 

특정 질환자 보험상품 개발 

개인 유전체 분석 기반 맞춤약 개발 
기존 약품 새로운 효능 재발견 
 
 
 

연결 

의료 Data (기본) 

병원 

환자 대기시간 감소  
(CPS 디자인, IoT 등) 
1인 의사 전문진료 가능  
(지식공유 협진) 

개인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실시간) 
낙후지역 원격의료 

보험 
보험 사기 예방 
단순 · 반복업무의 부분 자동화 

의약품 

임상시험 적합 환자 자동 매칭 
신약 부작용 가능성 SNS 탐지 
빅데이터 논문 기반 신약 후보 물질 추천 
신약 사업화 포트폴리오 대쉬보드 관리 

맞춤 

건강/운동 Data (활동적) 

맞춤 정밀의료 가능 
수술 예후 맞춤 관리 
 

맞춤 건강관리 코치 
개인화된 의료비서(서비스 추천) 

개인화된 보험 서비스 제공  
 

개인화된 복용 서비스  
(오남용 방지) 
건강관리 약 추천 (비타민 등) 
 
 

자료: SPRi.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산업 혁신 표 재가공 

Smart health Connected health 

출처: 창조경제연구회 (KCERN)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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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빅데이터 분석센터 서비스 모델 개념도 (예시) 

 

 

 

서비스 모델 : 

의료지원 서

비스  

서비스 모델: 

통계정보 제

공 서비스 

서비스 모델: 

의료정보 제

공 서비스 

1. 의료원/병원이 매년 수행하고 있는 의료지원  서비스 관련 

성과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고, 외부정보와 분석

을 통하여 의미 있는 신규과제를 창출함 

2. 각종 의료원/병원 분야별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도출함 

 

1. 의료원/병원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

한 데이터를 제공 연도별 세입세출, 손익결산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2. 병원 경영진에게서 요청 받은 정보를 심사평가원, 보건복지

부,통계청 등 외부정보와 연계하여 수집 / 분석 제공함 

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 

      

 

1. 신규 진료정보 데이터 통합 제공 

2. 의료기기 정보 데이터 통합 제공 

3. 인공지능 활용 예측/분석 정보 제공 

4. 보건의료 관련 분석과제 수행 및 결과 제공 

 

 

 

 

 

 

 

 

 

 

 

 

 

 

 

 

 

 

 

 

 

 
 

 
 

내부정보 

임상 데이터 

EMR / notes / PACS  

병원운영 정보 

재정 / 세입세출 / 구매 

결산 / 급여 등 

행자부 / 통계청 

출생 / 사망등록 / 통계정보  

교통부/ 기상청/환경부 

지리 / 기상 / 환경정보 

웹 / 소셜 

검색엔진 수집 데이터 

이동통신 / SNS 정보 

문헌 / 학술정보 

임상 문헌 지침 

임상 진료 / 제약 / 기기 

DB 

외부정보 

DB 

빅데이터 분석프로세스 

■ Case Study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건의료(진료)정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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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제조 공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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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 프로세싱 분석(Analytic ) 

불량분석 및 이상점 
Detection 

 
MPP  

DBMS 
OLTP  

ETL /  
CDC /  
API  

(데이터 
전송) 

고속 분석  
DBMS 

DBMS 

Advanced 
Analytics 

- 통계분석 
-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분석 

 

정형/비정형 분석 

데이터 소
스 및 수집 

데이터 복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저장  
및 변경 

공정 및  
설비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UI 및 
고객  공정 실시간 감시, 제품 불량  

   분석, 이상점 Detection 처리를  
   위한 설비 관련 데이터 분석 
 
 생산관리 및 6시그마 관점의  
   과학적 분석기법의 테스트 및  
   발굴 
 
 기존의 10억 건 정도의 표본추출에서 
1,000억 건~5,000억 건 이상의 전수조사
를 통한 획기적인 분석 방향 제시 
 

 인더스트리 4.0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와 물리 
     분야 기술을 활용한 생산방식의  
     전면적 개편 
   - 사이버물리시스템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 

4차 산업혁명 관점 

 제조분야 기대수요  
   - IoT 인프라 확대에 따른 시장 창출 수요 
   - 생산성 개선 프로젝트 수요 기대 
   - 재고/생산량/불량률 예측 프로그램 개발 
 

 한국 빅데이터 “제조업에서 성공해야”  
   - 시장이 포화와 기술 평준화에 따른 한계에 부딪 
     힌 제조업을 성장시킬 해결책 필요 
   - 제조 공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통찰력 
     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높은 기대 

제조분야의 빅데이터 

출처: MES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례, 김용한, 2013 

 MES 도전과제 
   - 프로세스 제약 제어 (Process Limit Control) 
   - 오류탐지와 분류 (Fault Detection) 
   - 손실발생에 대한 예측 (Prediction) 
   - Historical 데이터 분석 
   - 실시간 작업 분배 (Real time Dispatching)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MES 최적화 시뮬레이션 분석 
    ( 설비관리의 상태분석, 공정재고의 최소화) 

 제조공정 품질불량 분석 
    ( 테스팅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제조공정분야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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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제조공정분야 ■ Case Study 

자동화 공장 

Smart Factory 

R&D 설계 생산 제품 Process : 

생산 설비 제어 시스템 공장 운영 시스템 

Sensor, Robot PLC MES, ERP 

제어 자동화 통신 표준화 

생산 설비 제어 시스템 공장 운영 시스템 

연결화/ 지능화 /가상화 

IoT CPS, AI Data 수집/분석 

   

IoT Platform 

Control 

Data Engineering 

Connectivity 

   
Information Visibility 

Data Analysis 

Data Integration 

Big Data Platform 

Statistical 
Engine 

부품 

MES A/S 

( 별도 사업부 운영 ) 

CRM 

 제품+서비스 

Data 수집/분석 IoT 

제품 관리 시스템 

제품 판매 후 고객과 간헐적 관계(Buy-Sell)에서  

제품-서비스와 고객과 상시연결(Relationship)으로 
출처: 창조경제연구회 (K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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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산업 4 Step - 스마트팩토리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제조공정분야 ■ Case Study 

각 설비에 센서 부착,  IoT 소통 체계 구축 

조립 공정간 가동 정보, 생산 정보,  

품질 정보 실시간 자동 분석 

실시간 공장 운영 현황 분석 및 제어  

공장 자동화  불량률 0.001%,  

에너지 비용 30% 감소 

❶    데이터 수집   IoT 

❹    최적화   기술 융합 

❸    가치 창출  A.I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출처: 창조경제연구회 (KCERN) 

스마트 산업 4 Step - 스마트팩토리 

테스트 공정별 결과 데이터 수집 

롯트별, 공정별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공정에 반영 

데이터 통합 AS - IS 

- 제품 품질 측정 데이터 1일 10억 건의 규모로 분석 결과 도출 

- 롯트별 공정별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기까지 5일이 소요됨 

- 분석결과가 부족하여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개선활동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됨 

- 분석을 위한 원본 데이터를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명의 담당자가 중복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스토리지/과업 등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측정데이터 분석 단위를 3개월 90억 건 이상으로 확대하여 분석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희망 

- 롯트별, 공정별, 세부단위별, 부품별 등 일정한 패턴을 찾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희망 

- 단일화된 데이터 저장, 분석시스템 활용하여 설비의 최적화, 공정과 설비 

  의 연관관계 분석을 자유롭게 하기를 희망    

TO - BE 

개선사항 

- 분석할 데이터 단위를 1년치 1천억 건으로 확대하여 지능형 분석이 가능 

- 분석결과 도출 및 축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상시 활용하도록 제공 

- 업무개선을 세부활동이 5일에서 4시간을 줄어들어 지속가능한 성과체계 

  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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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정보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해 사업의 목적 

• 전파정보 통합 운영 

• 전파정보 공개 확대 

• 전파정보 접근 제한 

• 체계적 관리 미흡 

• 개방성 제고 

• 호환성 보장 

• 재사용성 증대 

• 표준화 구축 

• 새로운 가치 인식 

• 공공/대기업 주도 

• 선진 기술 격차 

• 관련 산업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확보 전파정보 정책 반영 활용기반 조성 

전파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대국민 전파정보 활용 촉진 

 

「 유의미한 가치정보 발굴 」 

공유 
융복합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전파빅데이터)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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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정보 빅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한 활용모델  

활용모델 도출 프로세스 활용 모델 예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대상 정의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활용모델 도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 업무 담당자 등 
수요조사를 통한 
주제 선정  

▶ 내부 데이터 및 
유관기관 데이터 
수집 

▶ 로그 데이터(비
정형 데이터)의 패
턴 및 필요 정보 추
출 

▶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준 값 정의 

▶ 일자별 / 시간
대별 / 프로세스별  
데이터 마이닝 및 
통계적 분석 기법 
적용 

▶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전파정보 
이용자 및 대국민 
서비스에 파급효
과 여부 진단 

중앙전파 
관리소 
Data 

KCA 
Data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Data 
통신사 
Data 

주요부처 
Data 

『해안 무선정보를 활용한 선박 사고 조기 대응 서비스』 

『평창 동계올림픽 무선 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 국제적 이벤트인 평창 동

계올림픽 및 유니버시아

드 등 단기간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무선 트래픽 사용량 집중 

모니터링 

• 전파정보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만족도 향상 기대 

• 무선 트래픽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보 의사결

정 근거 마련 

평창군 

• 해상 활동(어선, 유조선, 

화물선 등)에서 발생되는 

전파정보 모니티링 및 해

도를 통한 시각화 제공 서

비스 

• 해상에서 발생되는 전파

정보를 해도 기반을 통하

여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를 통한 사고 등 특이사항

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 

…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전파빅데이터)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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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전파빅데이터) ■ Case Study 

주제 상세: 토지용도별 무선국 분석 – cont. 

화면 및 기능 

지역선택 (도단위) –용도별 
토지분포 
지역선택(도단위)  - 
토지용도별 무선사업자 
분포 
 

조회방법 

분석마트 쿼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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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전파빅데이터) ■ Case Study 

주제 상세: 토지용도별 무선국 분석 – cont. 

화면 및 기능 

토지용도선택 (시군구단위) 
–무선사업자 현황 
지역선택(시군구/토지용도
단위)  - 토지용도별 
무선사업자 분포 
 

분석 방법 

토지용도변경(위치기반) – 
가장 가까운 변경된 용도의 
무선국 수 예측 
토지용도변경(도시기반)- 
선택한 도시의 토지용도로 
변경될 경우의 무선국 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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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정보 – 이동통신 무선국 찾기 

전파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예시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전파빅데이터)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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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전파정보 LAB –  
통계로 보는 전파정보 

전파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예시 – cont. 

■ Case Study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전파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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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예시 – cont. 

전파활용서비스 –  
전파경로 손실비교 

■ Case Study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전파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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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고속도로 주행속도 분석을 위한  

주제 발굴 및 초기 탐색 과정 



 2018 eGlobal Systems Co., Ltd., All rights reserved. 
35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VDS (Vehicle Detect System)의 급감속 구간 탐색 

vds vds vds 

1km 
1km 아이디어 발굴을 구체화 하기 위한 

분석 준비 단계에 해야 할 업무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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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VDS (Vehicle Detect System)의 급감속 구간 탐색 

No 주제명 

1 VDS 지점별 일단위 통행속도 

2 VDS 지점별 인접 상류부 속도차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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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VDS (Vehicle Detect System)의 급감속 구간 탐색 

중부내륙선 35일치 데이터: 약 5천 1백만 건 분석 

출처: 비아이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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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VDS (Vehicle Detect System)의 급감속 구간 탐색 

중부내륙선 35일치 데이터: 약 5천 1백만 건 분석 

출처: 비아이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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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VDS (Vehicle Detect System)의 급감속 구간 탐색 

중부내륙선 35일치 데이터: 약 5천 1백만 건 분석 

출처: 비아이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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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VDS (Vehicle Detect System)의 급감속 구간 탐색 

중부내륙선 35일치 데이터: 약 5천 1백만 건 분석 

출처: 비아이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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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공공분야(고속도로 주행속도) ■ Case Study 

VDS (Vehicle Detect System)의 급감속 구간 탐색 

중부내륙선 35일치 데이터: 약 5천 1백만 건 분석 

출처: 비아이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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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도입 효과 

통합보안로그 분석 시, 빠른 검색 시간 제공  (Legacy DB사용 시 20분 이상 소요 → 초 단위로 결과 확인) 

 보안 문제 발생 시, 침입탐지 이상유무 레포팅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던 업무가 5분 이하로 유지 

 보안관제 담당자 40여명이 동시에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쿼리 성능에 빠른 검색 시간 유지 

프로젝트 기간 

Vector 지원 : 3MM 

Application 개발 : 6MM 

2014.12. ~ 2015.05. (6 개월)  

프로젝트 투입 인력 

그룹 내, 1,800 대 보안시스템 으로부터 보안 로그 수집 

수집 에이전트와 하둡을 

이용한 로그 수집 후 

ETL 기능을 통한 분석 결과를  

Legacy DB에 저장 

Data Source Interface Database BI User 

 IDS/IPS/Firewall 
(1,800여대) 

Hadoop / ETL 
Analytic DBMS 
(Vector DB) 

Dashboard 
현업 사용자/ 
의사 결정자 

To-Be 

As-Is 

사업명 

동시 사용자 : 40여명 

데이터 용량 : 3TB  

Big Table 자료 : 6.5억 건 

침해사고 대응 관제  

기술용 DBMS 공급 건 

분석시스템 규모 

 초단위 실시간 레포팅 

침해사고대응 보안관제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안 빅데이터 분야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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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및 IoT 환경에서 진화하는 통합 보안 시스템 및 보안 정책 필요 

 보안 시스템 모니터링, Risk 감소, 실시가 대응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 

 저장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전문 데이터베이스로의 진화 

 보안 및 정책로그의 보안 룰엔진(Rule Engine)과 시나리오의 자동화 및 대량 데이터에 대한 유연성 향상 

Firewall 

IPS 

……. 

APT 

NAC 

논리적 
망분리 

……. 

매체관리 

외
부
위
협 

내
부
위
협 

외부망 

내부망 
SIEM 

정책관리 

Sys Collector 

API Collector 

SNMP Collector 

Log Collector 

모니터링 그룹 

로그검색 그룹 

통계분석 그룹 

Dashboard용 SQL 

Mining용 SQL 

Graph용 SQL 

OLAP용 SQL 

Dashboard 

그래프/차트 

데이터마이닝 

그래프 / 엑셀 

Merge join 

Inner join 

Outer join 

조건내 검색 

N차 쿼리 

연계분석 처리 

조건 / 결과 

조건 / 결과 

조건 / 결과 

ANSI SQL 

ANSI SQL 

ANSI SQL 

ANSI SQL 

ANSI SQL 

조건 / 결과 

보안로그 데이터 데이터 구조 SQL 로직 UI 

보안로그 및 정책 데이터 연계분석 – 데이터 분석 구조를 명확히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안 빅데이터 분야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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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및 투자를 위한 시스템 규모 산정- 예시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보안 빅데이터 분야 ■ Case Study 

동시사용
개수 

사용한  
CORE 수 

CPU  
사용률(%) 

DISK IO 
(MB) 

Processing 
Memory  
사용량 

수행시간 
(초) 

32 코아 대비  
수행시간 증

가율 

설명 

1 

8 800% 0 0.4GB 98초 350% 
32코아 대비 3.5배 
소요 

16 1,600% 0 0.4GB 52초 185% 상동 

32 3,200% 0 0.4GB 28초 0% - 

5 

8 800% 0 0.55GB 491초 260% 2.6배 

16 1,600% 0 0.57GB 253초 136% 1.3배 

32 3,200% 0 0.57GB 186초 0% - 

10 

8 800% 0 0.63GB 983초 358% 3.6배 

16 1,600% 0 0.65GB 502초 183% 1.8배 

32 3,200% 0 0.71GB 274초 0% - 

1) CPU CORE 개수 별 SQL 수행 시간 비교 

- 물리적 코어 수가 2배 증가할 때, SQL 수행 시간이 1/2로 단축되었으며 ((98-52)/98 = 0.46, 약 47%의 시간 감소),  

  물리적 코아 수가 4배 증가할 때, SQL 수행 시간이 1/4로 단축되었음 ((98-28)/98 = 0.71, 약 71%의 시간 감소) 

2) DISK I/O별 SQL 수행 시간 비교  

- DISK IO가 7.5배 증가할 때, SQL 수행시간은 413초에서 54초로 변화하므로,  

 (413-54)/413 =0.86, 약 86%의 시간 감소가 발생함 

 그러므로 DISK IO가 2배 증가할 때, 수행시간은 약 20%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물리적 컴퓨터 파워가  
   2배 증가할 경우,  
 분석 소요시간이 50% 감소 

 데이터 저장장치의 속도가  
    2배 증가할 경우,  
    분석 소요시간이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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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분석 업무 관련 학습 모듈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기반 
분석 

ML 기반 
정형분석 

ML 기반 
비정형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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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수집 – 수집시스템 구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 (예)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ㅇ 빅데이터 수집 방침 및 목표 

  ㅇ 수집 대상 데이터 특성 

  ㅇ 데이터 유형별 수집 기술 종류 

  ㅇ 현행 개선 요구, 리스크, 이슈, 제약 사항 식별 

  ㅇ 개인정보보호 및 권한 관리 

  ㅇ 빅데이타 분석 대상 업무 도메인 

  ㅇ NoSQL (Not Only SQL) 논리적 구조 

  ㅇ 분산파일 시스템 논리적 구조 

  ㅇ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구조 

  ㅇ 데이터 분석 및 설계 방법론 

  ㅇ 배치 처리 방법론 

  ㅇ 데이터 유형별 데이터 수집 기술 

  ㅇ 데이터 수집 요건 분석 및 설계 능력 

  ㅇ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ㅇ 고 가용성/부하 분산 방식의 데이터 전송 채널 구축 기술 

  ㅇ 수집 어댑터 및 플러그인 개발 능력 

  ㅇ 수집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구동/설정 배포/상태 모니터링 등 

      운영을 위한 관리 도구 구축 기술 

  ㅇ 데이터 필터링, 정제 기능 구축 능력 

  ㅇ 반정형 데이터 저장 NoSQL (Not Only SQL) 용량 산정 능력 

  ㅇ 정형 데이터 저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 능력 

  ㅇ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모델링 설계 및 구축 기술 

빅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성을  

위한 필요 지식(예시) 

빅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성을  

위한 필요 기술(예시)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기반 
분석 

ML 기반 
정형분석 

ML 기반 
비정형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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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저장 – 빅데이터 저장모델 설계하기를 위한 지식과 기술 (예)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ㅇ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기법 

  ㅇ 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 기법 

  ㅇ 텍스트 저장모델 설계 기법 

  ㅇ 데이터 모델 표현 기법 

  ㅇ NoSQL (Not Only SQL) 설계 기법 

  ㅇ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 기법 

  ㅇ 머신러닝 기법 

  ㅇ 텍스트 마이닝 기법 

  ㅇ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능력 

  ㅇ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능력 

  ㅇ 비즈니스 도메인 분석기술 

  ㅇ 데이터 요구사항과 기능 요구사항 연계 능력 

  ㅇ 데이터 저장모듈 설계도구 활용 능력 

빅데이터 저장모델 설계하기를  

위한 필요 지식(예시) 

빅데이터 저장모델 설계하기를  

위한 필요 기술(예시)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기반 
분석 

ML 기반 
정형분석 

ML 기반 
비정형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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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처리 – 빅데이터 처리시스템 구성 하기를 위한 지식과 기술 (예)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ㅇ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ㅇ 빅데이터 처리 인프라스트럭처 

  ㅇ 클라우드 IaaS 서비스와 클라우드 솔루션 

  ㅇ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ㅇ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검증 방법 

  ㅇ 빅데이터 처리 개선 사항 도출 

  ㅇ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분석 기술 

  ㅇ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설치 및 설정 능력 

  ㅇ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설정 능력 

  ㅇ 분산 병렬 컴퓨팅 솔루션 설치 및 설정 능력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 

빅데이터 처리시스템 구성하기를  

위한 필요 지식(예시) 

빅데이터 처리시스템 구성하기를  

위한 필요 기술(예시)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기반 
분석 

ML 기반 
정형분석 

ML 기반 
비정형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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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통계기반 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모델 운영방안 마련하기를 위한 지식과 기술 (예)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ㅇ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ㅇ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 

  ㅇ 정보시스템 생명주기 

  ㅇ 분석 모델 생명주기 

  ㅇ 모델 알고리즘 설명서 작성 기술 

  ㅇ 시스템 설계 작성 기술 

  ㅇ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기술 

  ㅇ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기술 

  ㅇ 정보시스템 개발언어 활용 기술 

빅데이터 모델 운영방안 마련하기를  

위한 필요 지식(예시) 

빅데이터 모델 운영방안 마련하기를  

위한 필요 기술(예시)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기반 
분석 

ML 기반 
정형분석 

ML 기반 
비정형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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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 지도학습 모델 적용하기를 위한 지식과 기술 (예) 

  ㅇ 현업 업무 및 수행 프로세스 

  ㅇ 통계학 기반의 분석방법론 

  ㅇ 선형대수 및 미적분, 최적화 등의 수학이론 

  ㅇ 분류 모델을 위한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 

  ㅇ 예측 모델을 위한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 

  ㅇ 최신 머신러닝 기법 발전 트렌드와 연구 동향 

  ㅇ 문제 핵심 파악 및 이슈 도출 능력 

  ㅇ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 

  ㅇ 문제 및 이슈를 실제로 검증 가능한 일련의 명확한 가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ㅇ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 

  ㅇ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기술 

  ㅇ 기존의 알고리즘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 

  ㅇ 자동화 처리 및 시스템 구현 위한 개발 능력 

지도학습 모델 적용하기를  

위한 필요 지식(예시) 

지도학습 모델 적용하기를  

위한 필요 기술(예시)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기반 
분석 

ML 기반 
정형분석 

ML 기반 
비정형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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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 분석정보 시각화하기를 위한 지식과 기술 (예)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2017 

  ㅇ 시각화 기술 및 알고리즘 

  ㅇ 데이터 분석 대상 업무 

  ㅇ 시각화 정보 구조 및 구성 요소 

  ㅇ 시각화 구축의 목적과 사용 의도 

  ㅇ 시각화 시스템 작동 방식 

  ㅇ 화면구성 특징에 따른 시각화 기법 

  ㅇ 시각화 표현 기법 

  ㅇ UX(User Experience) 설계 방법론 

  ㅇ 효과적인 컬러 및 폰트 사용법 

  ㅇ 시각화 디자인 원칙 

  ㅇ 시각화 도구 및 기술 선정 능력 

  ㅇ 시각화 화면 구성요소 별 특징 분석 능력 

  ㅇ 시각화 스토리보드 기반 시각화 구성 요소 도출 능력 

  ㅇ 시각화 플랫폼 구현 기술 

  ㅇ 시각화 표현 방안/시각화 기법 고안 능력 

  ㅇ 시각화 구성요소 배치, 조정 능력 

  ㅇ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 

  ㅇ 시각화 입력 데이터 요건 정의 능력 

  ㅇ 시각화 입력 데이터 식별 및 정의 능력 

  ㅇ 데이터와 시각화 요소 매핑 요건 정의 능력 

  ㅇ 데이터와 시각화 요소 매핑 능력 

  ㅇ 시각화 도구 및 기술을 활용을 통해 시각화 구현 프로그래밍 능력 

분석정보 시각화하기를  

위한 필요 지식(예시) 

분석정보 시각화하기를  

위한 필요 기술(예시)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기반 
분석 

ML 기반 
정형분석 

ML 기반 
비정형분석 

분석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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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업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효과적인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공 요소 

  ㅇ 논리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ㅇ 관련된 학문의 동향 주시하기 

  ㅇ 융합을 위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기 

  ㅇ 컴퓨터 활용, 프로그래밍, 분석방법론 등 

  ㅇ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표현 기술을 습득 

  ㅇ 사전에 두 단계 깊이 있는 기술을 찾기 

지식 습득에 대한 갈망 폭넓은 기술 활용 

협업을 위한 자신의 태도 도달 가능한 능력 

  ㅇ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함 

  ㅇ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기 

  ㅇ 어떤 일이든지 프로페셔널이 되기에 오래 걸림 

      (1만 시간의 법칙이 중요함) 

  ㅇ 무엇을 잘하는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가? 

  ㅇ 개인의 능력과 협업의 생산성 및 조화를 존중하기 

  ㅇ 멘토를 통한 자신의 서로 다른 능력 키우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최고의 전문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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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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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54, 9층 (역삼동, 일환빌딩) 
㈜이글로벌시스템 
Tel : 82-2-6447-6988, Fax : 82-2-6447-6989, 
E-Mail : sales@eglobalsys.co.kr     (www.eglobals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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