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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g data is a technology that process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sets that are beyond the ability to manage data with commonly
used data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amount and type of data is showing
explosive changes, and the amount and type of data in the industry are also increasing
remarkably. Now, how to extract meaningful information from the exploding data from
those of data bunches and use it as valuable information is becoming a social task.
In the existing traditional data, individual data itself was important, but big data must
deal with a large amount of data and judge it from an overall perspective, so innovation
of the existing data judgment method is needed. Big data has a common feature
that can be called “3V”: data volume, variety and velocity, because i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xisting traditional data handling method. Since the nature of big data
has changed to the extent that it is impossible to smoothly collect and process it with
existing technologies, various advanced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are needed
to extract value. Big data is not a single technical item, but comprehensive technology
in which various underlying technologies are fused.
Keywords: Big data, Medicine, Aviation

I. 서

론

데이터 수집에 의하여 우리는 일상생활 모두가 데이터로 저장되
는 시대가 되었다. 이전에는 미미했었으나 최근에는 폭증하는 데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정보의 증가에 따라

이터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활

서 데이터의 양과 종류 면에서 폭발적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기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고객 데이터의 증가, IT산업의 증가

의 전통적인 데이터는 개개의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였으나 빅 데

로 인한 산업계에서의 데이터도 그 양과 종류가 현저하게 증가하

이터(big data)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루어서 전체적인 관

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문자, 사물인터넷 데이터, 사용

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기존의 데이터 판단 방식의 혁신이 필요

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CCTV 영상 등 폭발적인 센서

하다. 이제 우리는 이미 빅 데이터의 세계 속으로 진입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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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빅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가
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 및 항공 분야에 대한 활용 사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빅 데이터 개념

2. 데이터 유형
기존에는 텍스트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만이 분석 대상으로 사용
되었다. 정형 데이터는 지정된 필드에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이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엑셀 등의
스프레드 시트에 포함된 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입력, 저장 및 분석
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정형화된 분석은 문서 데이터

빅 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양이 많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정보의 조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데이터

직화 등을 거쳐 데이터의 경향성, 관계를 가시화하여 의사결정에

분석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등

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처리하여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

에 의하여 음성, 이미지 등의 다양한 형태의 비(非)정형화된 데이

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즉, 다양한 형

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 비정형 데이터들도 분석의 대상에

태의 데이터 소스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대용량의 데이터

포함되었다. 비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로 쉽게 표현할 수 없

를 전처리를 한 후에 저장 및 관리하는 구축 과정을 거치고, 빠른

는 데이터로서 이미지, 음성, 이메일,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이러

속도로 분석하여 일정한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고 가시화 과정

한 비정형데이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려

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출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웠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는

데이터는 활용 면에서 중요함이 크지 않지만, 개개의 데이터를 모

데 음성 데이터를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거쳐서 텍

아놓은 대량의 집합된 데이터 군에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스트로 변형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반(半)정형 데

추출해낼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 집합을 빅 데이터라고 할 수 있

이터 유형도 존재하는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일부 있

다. 즉 데이터의 규모뿐만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등

지만, 완벽한 데이터 모델 구조를 갖추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

을 통한 가치 있는 정보의 추출 기술, 정보의 활용까지 아우르는

다. 데이터가 시스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내부 데이

개념이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 로그인 된 고객 유형별 관심 경

터와 외부 데이터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부 데이터는 각 기관에

향을 알아내서 고객 관리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서 수집하여 소유가 분명한 데이터로서, 상품판매와 고객 데이터,

Ⅲ. 빅 데이터 특징 및 기술
빅 데이터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비하

CCTV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외부 데이터는 외부에 존재하는 다
양한 정보로써 주로 공공 데이터로서 정부기관 데이터, 기상 데이
터, Google 지도데이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데이터 등이 포함
된다. 이렇게 구성된 빅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

여 데이터의 양, 데이터 유형, 처리속도, 분석 범위, 공유의 용이
성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빅 데이터에는 “3V”라고 부를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첫 번째, 데이터 크기

Data source

Data acquisition

(volume), 둘째는 데이터 다양성(variety), 세 번째는 데이터 속

Unstructured data

Unstructured data

도(velocity) 등이다.

News

Comments

Video

Web crawling

Data store

Agricultural big data

1. 데이터 크기
빅 데이터 기술은 저장 및 처리하여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
이 막대하여 기본적으로 TB (Terabyte, 1 TB=1,024 GB) 수준에

Structured data

Structured data

Price

클이나 IBM 등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들어 Hadoop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 기술이 공개되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술 제

Data analysis
Normalization

약과 비용 부담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고성능의 빅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에 오
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된 상용 솔루션들도 소개되면서 데이터양에

Data validation

Blogs

Comments
Yield

이른다. 과거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서버와 오라
이용하여야 했는데,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

News

Tweets
Emotions

Climate

Price

Climate

Data pre-processing

Statistical
analysis
Deep
learning
analysis

Data visualization

Machine
learning
analysis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 구현이 좀 더 용이하게 되었다.
Fig. 1. Big data processing. Adapted from the article of

Chuluunsaikhan et al. (J Multimed Inf Syst 2019;6:217224) [2].
www.kjase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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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아래에 기술하는 분석 기법을 선택하여 정보를 가공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진화 연산의 대표적인 방법. 즉 더 좋은 답을 찾

된다. 예시된 Fig. 1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

아 가기 위해 진화를 모방한 탐색 알고리즘), 회귀분석(주어진 자

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가시화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수행하

료들이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아이디어로부터 비롯

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2].

된 것으로 여러 자료들 간의 관계성을 수학적으로 추정하여 설명)
등의 기법이 복합되어 활용된다.

3. 처리 속도
다양한 유형의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없다면 데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텍스트 문서를 컴퓨터

분석 결과로 도출되어 의사결정에 적시에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구조화한 후 자연언어 처리기술, 언어

빅 데이터 기술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관한 기술이

모델링, 기계학습 기술, 다양한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중요한데 기술적 측면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영역, 데이터 판

것인데 정보 검색, 어휘 분석, 패턴 인식, 정보 추출, 시각화, 예측

단 및 연산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을 포함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자연 언어

Ⅳ. 빅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빅 데이터 분석은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컴퓨

처리와 분석 방법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텍스트 문서 속에
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한 후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내
용을 분석하는 것 등이 있다.

터가 정보화하고, 이들 정보를 모아서 체계화한 후, 여러 분석 기
법들을 사용하여 정보들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3.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다. 최근 들어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텍스트 마이닝의 한 종류인데 문장 내에서 주제를 분석하는 텍

매우 사소한 정보까지도 디지털 정보로 기록되면서 정보의 양이

스트 마이닝과는 달리 감정심리까지 다루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거기에 더해 단순한 문자 데이터에서 벗어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들을 수집

나 녹음, 사진, 동영상 등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데이터의

분석하여 평판을 도출하는 빅 데이터 기술로서 텍스트, 이미지 등

용량 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빅 데이터는 기존의 기술

의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분석한다. 텍스트 내에 포함된 단어들이

이나 도구로는 원활한 수집과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질이 달

긍정 혹은 부정 이미지를 가졌는지 분석해내어 속칭 감성 마이닝

라졌으므로 유용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혹은 의견 추출(opinion extractio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제

여러 가지 진보된 빅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품서비스 평가나 여론파악을 통한 선거 운동 등에 이용되기도 한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고받는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때문에 분석할 때 인

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Hadoop 같은 데이터 구

공지능 기법이 많이 필요한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

축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마이닝, 머

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신 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 R같은 통계 등의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보통 샘플 데이

4.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터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추정하여 분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학적 행렬로 변형하고 각 행과 열

석을 하였으나, 빅 데이터에서는 전체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하여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각 네트워크의 관계

분석할 수 있어서 기존의 평균이나 편차 등 범위 추정 위주의 분

정도를 그래프 굵기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트워크 상의 관

석이 아닌 실제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데이터 분석의 해상도가 증

계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연결성 및

가하여 향후 발생할 이벤트에 대해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즉

구성원 간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밀도를

데이터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데이터 더미에서 양

분석할 수 있다. 이들 분석 결과는 그래프 마이닝 기술로 시각화

질의 의사결정 방향을 끌어내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의 방향에 따

할 수 있다. 트위터 검색에서 인플루언서와 팔로워를 분석하는 데

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사용된다[3,4].

많이 사용된다.

1. 데이터 마이닝

5.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

데이터의 특성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한

해서, 다양한 통계 기법과 패턴 인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개체들을 모아서 군집을 만들고 군집에서 각 개체들의 유사성을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 규칙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데이터 마

분석하여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는 기계학습 분야에서 활용되

이닝에는 인공신경망(소프트웨어적으로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개체들의 평균값(집단 프로필)의 유사성

만든 기계학습 모델), 유전 알고리즘(실제 생물 진화를 모방해서

을 측정하여 각 군집 간의 상이성을 확인하는 분석이다. 분석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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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에서는 각 군집 프로필의 이질성을 최대화하여 서로 구분

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구글에서 고안된 인플루

되게 하여 군집들을 차별화를 시각화한다.

엔자 예측시스템으로 인플루엔자 관련 검색 빈도와 실제 유행 빈
도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여(Fig. 2) 관련 검색어를 기반으로 어
느 지역에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미국 지도와 함께 알려

6. 현실 마이닝(reality mining)
현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휴대전화, GPS등의 위치정보 등의 사용

주는 시스템이다[6].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시행하고 있

자 활동 정보들을 얻어서 인간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회

는 국민건강 주의 및 경보 시스템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빅

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기기를 통해서 얻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활용의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신약 개

생활환경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므로 인간관계

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행동 양상을 추론하는 데 유리하다. 데이터 마이닝과 비슷하지만

들어가는데, 후보 화학물질 디자인, 임상시험, 판매 등 모든 영역

주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점이 특징

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희귀질

이다.

환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임상시험 대조군을 모집하기 어려운 경
우 빅 데이터의 자료가 대조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V.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기관들이 일찍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을 도입해 디지털 의료정보를 생산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데이터의 양이나 다양성 면에서 대표적인 빅

있고 국민 단일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건강보험 전자 청구를 하

데이터 활용분야이다.

고 있어서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빅 데이터가 잘 구

의료 빅 데이터 활용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이다. 이

축되어 있다. 최근에 이런 누적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

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학 연구, 공중보건, 공공보건 정책입안,

어 이들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병원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임

되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수백만 명의 단위의 데이터 분석

상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영상자료, 각종 검사자료, 투약기록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 빅 데이터는 위에 기술한 환자 인적 정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처리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

보, 약물 처방 정보 등의 정형 데이터와 영상, 음향 등의 비정형 데

여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IBM

이터들이 섞여 있어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처리하는 방

Watson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

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를 보다 쉽게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

러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해당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한 데이터의 표준화도 필요하고 데이터 이동 간의 보안문제를 향

치료방법을 조언해 주고 있다[5]. 개인별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

상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개인

래에 발생 가능한 질환을 예측하고 관리가 가능해지며 관련 의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익명화와 비식별화의 범위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다. 공공 의료분야에서는 사회집단에서의

를 정하는 것이 의료 빅 데이터 활용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중

질병 발병 패턴 및 의료 수요를 예측하여 의료비용의 사회적 부담

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7].

을 최적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년간의 인플루엔자 발병 패
턴을 빅 데이터로 분석하여 계절별 유행을 지역사회에 경고해 주
는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의료 빅 데이터가 가

Google Flu Trends
CDC virologic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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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viral infection (%) as reported by 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and the
Google Flu Tren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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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항공 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VIII. 결 론

항공안전 관련 데이터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다양하며, 대부

본고에서는 늘어나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빅 데

분 빅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관제 영역

이터의 시대에서 빅 데이터의 특징과 분석 기법들을 소개하고 의

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항적, 관제 교신 내용, 항공기상 데이터, 비

료 및 항공 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

행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운항 패

러 빅 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해결 과제들도 살펴

턴을 분석하여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항공교통 안전

보았다. 빅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 수익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7]. 항공사에서도 항공기 운항 자료 분

모델의 창출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석을 통해서 최적의 운항 환경을 찾아내어 이를 통하여 비행안전

데이터 보안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을 도모하고 연료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여 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지원도 필요하다. 데이터 중에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증대가 중

수 있을 것이다. 탑승객들의 성향도 파악하여 마케팅 자료로 활용

요한데, 정부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 수립,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항관리 주체에서는 각 공항에서의 관리 자

수집 및 저장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적인 면에서는

료로 활용하여 항공안전 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8]. 실제로

빅 데이터 분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NARMI와 ADAMS 시스템 등의 수

술 연구 기반이 필요하고,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등

집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등을 관리하고 있다[9]. 제작사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빅 데이터는 단일한 기술 항목이

에서도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공기 기체 및 엔진 개발에 활용하

아니라 저변의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 종합 기술 결정체

고 있다. 실제적인 예로서 요즈음 여객기에 장착되는 Pratt & Whitney’

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종 분석 기술, 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 법

s Geared Turbo Fan 엔진은 작동 시 500개 이상의 센서에서 초

적인 문제 등이 어우러져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당 10 GB의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Rolls-Royce에서는 자사 엔진을 장착하고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에서 이러한 엔진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내려 받아
수백만 시간에 이르는 엔진 운용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관리 분석
하여 차세대 엔진 개발에 둘도 없이 중요한 원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각 기관 및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각 보유 주체에 따라 아직 데
이터 공유가 활발하지 않아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빅 데
이터 표준에 의해 공유 및 전파한다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8].

VII. 빅 데이터 분석의 문제점
빅 데이터 시장의 미래 가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
우선 빅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점
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데이터 누적 시 표준이 없어서 각각
상이하게 축적이 되어 서로 호환되지 않아서 빅 데이터 구축에 어
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
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 허용 거부 등도 빅 데이터 도입
과 활용에 어려움으로 작용된다. 공공과 민간의 빅 데이터들의 각
주체 간에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호 소통이 부족
한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소유권, 의료정
보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표준화 부족 등이 산재된 문제들이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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