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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기반의 smart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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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 데이터란 무엇이냐?

 빅 데이터란?
 Big : 큰, 커다란, 대규모

Data :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빅데이터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여 결과를 분석
하는 기술

 금(유익한 정보)과 모래(쓸모없는 정보)가 섞여있는 사금에서 금(유익한 정보)
을 채취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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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란무엇일까요?

필요한 것만
추출



1. 빅 데이터란 무엇이냐?

 빅 데이터의 요소

 3V + V(최근 추가):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1st V : 용량(Volume)
 2nd V : 종류(Variety)
 3rd V : 속도(Velocity)
 4rd V : 가치(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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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의구성요소는무엇이있을까요?

Volume

VelocityVariety

Big Data Value



1.빅 데이터란 무엇이냐?

 빅 데이터의 요소

 3V+V :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1st V : 용량(Volume)
 처리 대상 데이터의 규모가 큰 데이터

 2020년 전세계 디지털 데이터의 규모가 40ZB(40조 GB) 도달

 영화 한편의 용량 = 1 Giga byte(GB)

디지털데이터증가 : 2010년대비 2020년 50배증가 (IDC, 2012)

Tera byte = 1000 GB
Peta byte = 1000 TB
Exa byte = 1000 PB
Zetta byte = 1000 EB
Yotta byte = 1000 ZB



1. 빅 데이터란 무엇이냐?

 빅 데이터의 요소

 3V+V :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1st V : 용량(Volume)
 예시 : 주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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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의구성요소는무엇이있을까요?

기존 DBMS 시스템 빅 데이터 시스템

<주가데이터>

집계

크기 : 2GB(1년 200개 종목)

<주가데이터>

분산저장

크기 : 56TB(1년 200개 종목)



1. 빅 데이터란 무엇이냐?

 빅 데이터의 요소

 3V+V :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2nd V : 종류(Variety)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형태, 크기가 제 각각인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예시 : 주가 데이터

기존 DBMS 시스템 빅 데이터 시스템

<정형화된 실제 주가데이터>

<정형화된 실제 주가데이터> <뉴스>

<SNS> <동영상>



1. 빅 데이터란 무엇이냐?

 빅 데이터의 요소

 3V+V :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3rd V :  속도(Velocity)
 빠른 속도의 데이터 생성 및 갱신

실시간성 정보의 증가 데이터 유통 수단 발달

데이터 생성 · 유통 속도 증가

•RFID, Sensor 정보

•각종 모니터링 정보사물정보

•SNS 정보

•미디어 정보스트리밍정보

인터넷 스마트폰 페이스북 Open API 공공 DB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망

*한국정보화진흥원, “Big Data 시대의 privacy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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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툴을 활용한 분석 및 데이터화

1. 빅 데이터란 무엇이냐?

 빅 데이터의 요소

 3V+V :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4rd V :  가치(Value)
 많은 데이터 중 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

 예시 : 주가 데이터

<정형화된 실제 주가데이터> <뉴스>

<SNS> <동영상>

다양한 주가 데이터

주가

주가 증감률

비교 분석 …gList <-function(주가);
gl1 ← list(현대)
gl2 ← list(삼성)
gl3 ← list(NHN)
gl4 ← list(DAUM)
…

return (gList)

주가 예측

시간

주가



 기존 에너지 원시 데이터 저장 및 활용

특정 양식에 맞춰 분류 후 에너지 원시 데이터 DB 저장

단순히 월 총 전력사용량을 이용하여 가정의 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계산 등에만 활용

과거 현재

데이터 형태 특정 양식에 맞춰 분류 형식이 없고 다양함

데이터 속도 배치(batch) 근실시간(near real-time)

데이터 처리 목적 과거 분석 최적화 또는 예측

데이터 처리 비용 국가∙정부 수준 개별 기업 수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 분석 차이>

*표 출처 :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몰려온다’, 이지영

2.빅 데이터, 전에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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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에너지 원시 데이터 저장 및 활용

에너지 원시 빅 데이터 수집

 분산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빌딩 내 여러 방으로
부터 에너지 빅 데이터 수집

 빌딩당 1초 단위 기준 약 4000개의 생성
데이터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에너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

 분석한 데이터를 전기절약, 전력사용량 예측, 
PeakTime 전력 절약 등에 활용

…

전등

에어컨

온수기

TV

방열기

컴퓨터

분산 Storage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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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 데이터, 전에는 없었나?



 전기 요금 절약 효과

심야전기 활용

에너지 사용 시간대 조절(Peak Time 관리)

심야전기
활용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사용량 감소

3. 빅 데이터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요?

시간대 사용량(kWh) 요금(원)

심야 55 3,470

중간부하 120 13,104

최대부하 225 37,507

전체 400 54081

최대부하 외 시간대를
이용한 사전냉방

시간대 사용량(kWh) 요금(원)

심야 90 5,679

중간부하 130 14,196

최대부하 180 30,006

전체 400 49881

1일 기준
약 4,200원 절약

최대부하
시간대

심야전기
시간대

중간부하
시간대

<전기요금 절약 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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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1단계 : 실내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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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 데이터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요?

날씨

보일러

에어컨

에어컨,보일러
최근 사용 여부

<실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예시>

실내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2단계 : 실내온도 영향요인과 실내온도간 분석 및 예측 모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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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 데이터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요?

날씨 에어컨 보일러

독립변수

실내온도
변화

종속변수회귀분석

예측

실내온도 예측 모델

예상 실내온도

실내온도

시간

기상예보

난방기 운행 조건

전날 난방기
운행 스케줄

실내온도와
다른 조건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실내온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3단계 : 실내온도 예측을 이용해서 냉난방 최적의 운영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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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 데이터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요?

전력사용량

시간9 12 14

<일반적인 전기사용 패턴>
7 9 12 14

전력사용량

시간

<7시 사전운행>
7 9 12 145

전력사용량

시간

<5시 예비운행 7시 사전운행>

전기요금

최적의 실내온도

최적의 냉난방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3.1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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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s
 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lighting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쾌적한 실내 환경, 에너지 효율 위한 감시, 제어, 모니터링



3.1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이득은?

19



3.1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이득은?

 과거 데이터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한 독립변수 선정

 예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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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이득은?

 유사 패턴들 간의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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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이득은?

 사전 냉방 시간 최적해를 활용한 peak time 관리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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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이득은?

 미래 상황 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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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이득은?

 호실별, 냉방기, 전등 별 절감 가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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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 자료 빅 데이터 활용

관련성이 깊은 데이터들을 알 수 있어 데이터 활용에 더욱 유용

GraphDB를 이용한 경우 기존 RDBMS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과정과 비교
하여 1000배 정도 뛰어난 처리 속도를 나타냄

현재 도서 검색 과정

Graph DB를 이용한 도서 검색 과정

<관심단어, 도서명입력> <DB 검색> <키워드가포함된도서목록출력>

검색 질의
요청

질의 결
과 출력

<Graph DB 검색>
<키워드가포함된도서명출력>

검색 질의
요청

질의결과
출력

<관심단어, 도서명입력>

4. 빅 데이터, 어디에 활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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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 DB 기반 도서 검색 시스템

4. 빅 데이터, 어디에 활용하는가?

<도서스캐닝> <문자인식프로그램을이용한단어추출>

비치 신이고 과반산 과정산 백황산 양폐산

<데이터저장및분석>

<관심단어, 도서명입력>

도서검색

비염

<Graph DB 검색> <키워드가포함되거나관련된결과출력>

도서검색결과

책 제목 관련 책 내용

新동의보감–알러지 비염…
이혈치료 – 만성비염은..
동의보감–신이고는 …

…

알러지성비염의 연구
기침 천식 비염 한방으로..
축농증 비염 문제 해결

…

도서 정보 저장

도서 검색 예시

문자인식프로그램 1 .ABBYY FineReader11
(인식률90%이상)

2. Readiris Pro 14
(인식률 98% 이상)

Node

Node
Relationship

<Graph DB Node 및
Relationship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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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

실시간 교통정보를 방송 또는 알려주는 시스템(내비게이션, 교통방송 등)은
현재 상황만 알려주기 때문에, 다가오는교통혼잡으로소요시간이늘어나는
것에 대해 알 수 없음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현재 20분 후

<시간변화에 따른 교통혼잡 변화 예시>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최적의 운전 출발 시간 예측

혼잡 시간과 도로들을 피하는 최상의 시간에 출발하는 것이 필요함

정체

서행

원활

현재 시각
09:00

현재 시각
09:20

현재 시각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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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09:20에 출발하면 정체 없이 갈 수 있겠네

요!



 최적의 운전 출발 시간 예측

각 구간의 소요 시간 및 평균 소요 시간 계산을 통한 추천 가능/불가능
시간대 구분

각 구간의 추천 가능 시간대 중첩화

이전 구간의 소요 시간에 따른 다음 구간의 추천 가능 시간대 이동

이전 구간의 추천 가능 시간대와 다음 구간의 추천 가능 시간대 중복
여부에 따른 운행 경로의 최종 출발 가능 시간대 추천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운전 출발 시간 예측 과정

<추천가능시간대중첩화>
<추천가능/불가능
시간대구분>

<추천가능시간대이동> <최적출발가능시간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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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과거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필요

과거 교통 데이터로부터 예측 데이터 생성

실제 교통 데이터에 근접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관건

 근접한 데이터 ≒ 유사한 데이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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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과거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함

예측일과 유사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31

<잘못된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잘된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강수량에 의한 교통 속도의 변화

강수 유무에 따라 3~4 km/h 정도의 속도 감소를 보임

시간에 따라 강수량이 미치는 영향이 다름

 강우 유무, 연속성, 시간성을 모두 고려한 강우 영향력을 파악하여 교통 속도 예
측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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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시간별 교통 속도 데이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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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일별 교통 속도 데이터

평일의 교통 속도 데이터는 2차 함수의 포물선 형태를 띔

공휴일의 교통 속도 데이터는 사인 (Sine) 그래프 형태를 띔

내일이 평일인 경우와 공휴일인 경우 차이를 보임

 ①공휴일-②평일: 다음 날 출근으로 인한 빠른 귀가  ①의 마지막 속도와 ②
의 처음 속도가 높음

 ①평일-②공휴일: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늦은 귀가①의
마지막 속도와 ②의 처음 속도가 낮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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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공간별 교통 속도 데이터

차량 진입이 적은 일반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교차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서의 교통 속도가 현저히 낮음

터널과 고속도로의 경우, 일정 구간 길이 동안 신호등과 같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도로보다 상대적으로 교통 속도가 높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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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시간별 강수량에 따른 교통 데이터

아침 출근의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속도 감소 폭이 큼

차량의 수가 적은 심야 시간에는 감소 폭이 적음

 비가 오더라도 도로에 차량이 없기 때문

36

강수량에 따른 교통 속도 그래프 (새벽 0시) 강수량에 따른 교통 속도 그래프 (아침 8시)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예측 기법 및 정확도 비교 인자 기반의 과거 데이터 선정 모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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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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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Predicted data

Candidate data

Change point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ing

Monte Carlo simulation

Prediction method

Accuracy measure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변화점 검출을 이용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구분

변화점 검출 (Changepoint detection): 과거 데이터 중에서 큰 변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도로 확장/축소 공사를 통해 도로 위의 차량 수용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기 때문
에, 공사 이전의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음

 Ex)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 대저분기점 사이의 도로 확장 공사가 2014년
12월 16일에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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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Hierarchical Clustering 기반 과거 데이터 구분 및 선정

교통 속도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이므로, 시계열 속성을 고려한 분류 기
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

많은 수의 데이터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구분지을 수 있는 계층적 클러스
터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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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계층적 클러스터링 적용 예 (Link 1340000100)
 2014년 1월 1일 ~ 3월 31일 총 90일 간의 데이터 입력

평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 가능

 군집 내 요일 빈도수 체크를 통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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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계층적 클러스터링 적용 예 (Link 1370002501)

41

공휴일토요일 평일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 Low Height Random Selection
특정 군집의 가장 낮은 Height를 가지는 과거 데이터를 대상으로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 실시

 Ex) 공휴일 예측인 경우

 가장 낮은 Height를 가지는 2014년 1월 26일과 3월 2일을 먼저 실시

 그 다음 Sibling node로 확장하여 시뮬레이션을 재귀적으로 진행

42

MA
ARMA
ARIMA

MA
ARMA
ARIMA

MA: Moving Average, AR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강수영향력을 이용한 예측 데이터 보정

강수량은 교통 속도 감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

 빗길에 올바른 차량 제어를 위한 운전자의 행위이기 때문

강수량에 따른 강수영향력 산출 필요

 많은 비는 운전자의 시야를 좁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서행 운전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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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를 이용한 이상치 탐색 및 제거

비가 오지 않은 날의 이상치 제거 필요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현저히 낮은 속도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이
상치로 판단하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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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데이터 기반 속도 예측

 빅데이터 오픈 소스 기반 예측 시스템

Hadoop, R, Hive, RHive를 이용하여 분석 및 예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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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는 일시적 유행인가요?

빅데이터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기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될거에요~

빅 데이터는 일시적인 유행인가요??



 에너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에너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빌딩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사람

5. 빅데이터는 일시적 유행인가요?
에너지와 관련된
예를 한번 봅시다

일자 : 2015.01.17
위치 : 302호
종류 : 전등
전력사용량 : 3kW

빌딩

일자 : 2015.01.17
위치 : 103호
종류 : 전등
전력사용량 : 6kW

아파트

에너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에너지
사용정보

날씨 정보

데
이

터
처

기
기

사전난방
시나리오 생성

전력사용량
실시간 분석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에측

최대전력 관리
시나리오 생성

에너지 빅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전기요금
절약 효과



 향상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이용한 데이터 활용성 증대

빅데이터분석은통계적자료분석과정과달리전체데이터를이용하여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유의미한 데이터를추출하는데 의미가 있음

분석 대상군 추출 산술적 통계

통계적 자료 분석 과정

빅데이터 분석 과정

수치화된 데이터 소규모 샘플데이터 통계 자료 및 지표 확인

정리/가공 되지 않고
버려지는 데이터 덩어리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

분석
예측 및

추세분석

5.1 빅 데이터 예측 분석력

48/53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회귀분석, SPSS 사용과 차이가 무엇이냐?데이터 분석으로 통계분석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 필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활용

주어진 training data로부터 예측 및 분석을 제공하는 predictive model f
찾기 (h ≈ f 인 가설 h 찾기)

 Training data는 수치 형태의 정형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성 가능

5.1 빅 데이터 예측 분석력

f

Input vector

x = (x1, x2, … … , xn) f(x)

Output

관찰 가능

f 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수십 ∼ 수백 하드디스크

병렬 분산 처리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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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류교수님이 제주 워크샵에서 쉽게 설명한 앞장의 슬라이드가 필요, 원장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필요



Function Approximation의 예:

Occam's razor: 데이터와 부합하면서 간단할수록 좋은 모델

Maximize Consistency + Generality

5.1 빅 데이터 예측 분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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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류교수님이 제주 워크샵에서 쉽게 설명한 앞장의 슬라이드가 필요, 원장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필요



 Model Examples

5.1 빅 데이터 예측 분석력

Decision Tree

Body wave magnitude

Su
rfa

ce
 w

av
e 

m
ag

ni
tu

de Earthquakes

Nuclear explosions

k-NN

Support Vector Machine
Neural Network

Rul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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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류교수님이 제주 워크샵에서 쉽게 설명한 앞장의 슬라이드가 필요, 원장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필요



5.1 빅 데이터 예측 분석력

 인공지능

알파고의 SW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

Data mining
 The computational process of 

discovering patterns in large data 
sets

 Predictive analytics
 Analyze current and historical facts 

to make predictions about future, 
or otherwise unknown, events

AI
분석력, 예측력

빅데이터
신뢰성, 현실성

<AI와 빅데이터의 상호 보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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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주식 예측 서비스 시간

예측 서비스의 장기, 일간정보제공

 데이터 분석에 의한 주식 매매, 매도 정보 제공

주식 예측을 통계적 기법으로 제공

 개인 투자자 수익률

개인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 제공(정보의 부족)

삼성증권, 투자자 수익 비율(2010~2013)

11.1
18.9

29.8

-17.7
-30

-20

-10

0

10

20

30

40

코스피 외국인 기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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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국내 상용화 주가 예측 서비스 목록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는 코스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일

서비스 업체 서비스명 예측 형태
상용화
시작

자체 예측 정확률 가격

티그레이프 핑거스톡
SVM, MAR, NN을 통한 데이

터 마이닝
2013년 확률 공개 안됨 무료

코스콤

하이브리드
(단기), 조인
트 프리미엄

(장기)

SNS,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닝

2013년 60% 이상
부분
무료

줌닷컴
줌닷컴

주가 관심도
자체 사이트, 주가 변동 기업
의 검색및 페이지 접속 횟수

2015년 확률 공개 안됨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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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주가 예측의 연구 방향

국내에서 거래건(tick by tick)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데이터 마이닝 기법
과 통계적 접근을 활용해 예측 수행이 필요

급작스럽게 변환이 일어나는 주가 가격에 대한 어닝 쇼크 예측 필요

<tick by tick 데이터를 활용한 ARIMA 예측 수행 예시> <패턴이 급격히 변하는 어닝쇼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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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데이터 명세

제공처 : koscom

구분 주식 데이터

종목 범위 KOSPI종목 200개

시간적 범위 2014년 8월 1일~ 2015년 7월 31일 (1년)

갱신 주기 거래건

데이터 종류(17개)

체결일, 체결 금액, 체결량, 체결시간, 
매도외국인구분, 매도외국인구분, 

시가, 고가, 저가, 직전금액, 
누적체결량, 누적 체결 금액

데이터 크기 168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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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빅데이터 분석기반 주가 예측을 통한 증권 투자

과거 거래 건당 주가 데이터별 변화 분석

체결량 직전금액

체결금액 저가

시가 누적체결량

고가 누적체결금액

<소스 데이터>
시간

데이터

데이터별
과거 데이터 변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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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데이터 전처리 - 보정, 집계

데이터가 거래건 마다 발생하여 그림과 같이 손실이 발생함

데이터의 손실을 보정하기 위한 집계 수행 (5분)
데이터 처리 속도에 도움

<데이터 집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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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데이터 전처리 - 패턴 생성

집계가 수행된 데이터를 5분 단위의 Sliding Window  형태로 분할하여 패
턴 생성

패턴의 길이는 주식데이터의 반복성이 나타나는 1일로 설정

<패턴 생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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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가격 예측 방법 개요

짧은 단위의 예측 수행

데이터 선별을 통한 예측 정확도 증대

<가격 예측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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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유사 패턴 탐색

생성된 패턴 데이터를 현재 패턴을 기준으로 유사 패턴 탐색 수행

패턴을 탐색하기 위하여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

<계층적 클러스터링 예시> <유사 패턴 선정 패턴 예시>

논문 p.30페이지

61/53



 일치 패턴 검색 결과 및 예측 결과

종목 : 현대차

비교 데이터

 체결 금액

 현재 패턴 : 218번 패턴

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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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변수 선정

유사한 패턴 데이터 시점의 다음날 데이터(예측)를 종속변수로 선정

유사한 패턴 시점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정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회귀분석 수행

<변수 입력 값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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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변수 선정

회귀분석 수행 시 Stepwise를 수행하여 독립변수들을 추가, 제거를 반복하
며
종속 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 도출

예측 수행 시 필요 변수만 사용하게 되면 예측 정확도가 증가

<변수 선정 예시>

Ref. 1) “신경 회로망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종합지가지수 예측 모형의 개발”, 전자공학회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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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예측 모형 생성

변수 선정을 통하여 도출한 변수의 유사패턴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학
습 수행

기계학습 방법으로 인경신공망(Neural Network) 사용

학습 수행은 은닉층의 숫자를 달리하며(1~5개) 학습률이 가장 높은 은닉층
수로 예측 수행

 예측 결과 도출

현재 패턴 시점에서 선정된 변수를 Test data로 입력

생성된 모형을 통하여 예측결과 도출

예측 결과를 확인하여 모형이 적절히 생성되었는지 확인

예측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았다면 유사 데이터의 범위를 증가

은닉층1 은닉층2 은닉층3 은닉층4 은닉층5

학습률 9% 86.6% 88.9% 92.6% 25.4%

<은닉층 개수에 따른 학습률>

1)

Ref. 1) Microsoft Azure Corporation, https://azure.microsoft.com/ko-kr/documentation /articles/machine-learning-algorithm-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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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빅데이터 분석기반 주가 예측을 통한 증권 투자

현재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이용한 주가 예측

증권 투자 상담사와 상담하지 않고 증권에 투자 가능

시간

현재 패턴

유사 패턴

<유사 패턴 도출>

패턴 기반 주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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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검증 데이터

구분 주식 데이터

종목 범위
(4개 종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시간적 범위 2014년 8월~ 2015년 7월

예측 수행일 2015년 7월 31일

데이터 종류
(33개 변수)

(종속변수) : 체결금액
(독립변수) : 국내매수체결금액, 국내매수체결량, 국내매수시가, 국내매수고가,

국내매수저가, 국내매수직전금액, 국내매수누적체결량, 
국내매수누적체결금액, 국내매도체결금액, 국내매도체결량, 국내매도시가, 
국내매도고가, 국내매도저가, 국내매도직전금액, 국내매도누적체결량,
국내매도누적체결금액, 국외매수체결금액, 국외매수체결량,
국외매수시가, 국외고가체결량, 국외매수저가, 국외매수직전금액,
국외매수누적체결량, 국외매수누적체결금액, 국외매도체결금액,
국외매도체결량, 국외매도시가, 국외고가체결량, 국외매도저가, 
국외매도직전금액, 국외매도누적체결량, 국외매도누적체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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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기아자동차 예측

제시한 방법의 결과가 실제 값에 더 유사하게 나타남

오차 검증, 모형 통계량 검증에서도 제시한 방법을 수행한 방법이 실제 값에
더 유사

변수선정 유사 패턴, 변수선정

RMSE 736.1267 184.0666

<기아자동차 예측 결과>

<RMSE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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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LG전자 예측

변수 선정만을 수행한 방법의 결과가 실제 값에 더 유사하게 나타남

오차 검증, 모형 통계량 검증에서도 변수 선정만을 수행한 방법이 실제 값에
더 유사

변수선정 유사 패턴, 변수선정

RMSE 223.975 458.5571

<삼성전자 예측 결과>

<RMSE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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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흥미로운 사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주가 등락 예측

 요약

문제

 주식 단타 매매/매수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

 예측 정확도 증대 필요

제안 아이디어

 짧은 단위의 예측 결과 생성

 거래건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수행(집계)
 유사 패턴 데이터 선정을 통한 예측 정확도 상승

 유사 패턴 구성 방안

 입력 데이터 적용범위 선정 방법

향후 연구

 예측 수행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보완 연구

 중소 기업,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한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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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대학생들의 대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대학교 한학기 평균 등록금: 4,047(천원)
대학생들의 대출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상황

하지만, 학생들에 인색한 학자금 대출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고민이 늘어
가고 있는 상황

전민일보, 대학생들 등록금,대출 의존도 커져… 
저소득층 장학금 의존, 윤동길 기자

충청투데이, 학생들에 인색한 학자금 대출제도, 
강은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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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대학생들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제도 필요

대학생은 신용평가를 위한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

금융서비스를 위한 CB(Credit Bureau: 신용평가기관) 스코어가 없음

대학생은 사회 진출 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코어링 방식으로 신용평가
를 할 수 없음

낮은 신용등급이 적용된 금융서비스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함

금융거래 기록 부족

CB 스코어가없음

스코어링 방식으로
신용 평가 할 수 없음

. . .

낮은
신용도적용

불합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음

대학생들의
부담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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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은행대출금회수문제발생

은행대출자가파산이나통장가압류승인을받게되는경우 대출금상환이불
가한상황이발생

학자금융자연체자가급증하여은행의부담감이가중되는문제점발생

조선일보. [단독] 은행,예금 가압류 때도 대출금 회수 못
한다… 은행연합회 약관 수정 추진, 정해용 기자

중앙일보. 학자금 융자 연체자 급증,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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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스코어링 알고리즘 개발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아닌 인성 등 쉽게 변화지 않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상환 의지를 평가하는 대안 스코어링 알고리즘 개발

학과, 전공, 학적 정보, 출결상황, 교수면담기록등 다양한데이터의조합을
통한평가진행

학생신용평가에따라대출이자및 회수기간결정도가능

대학 내 평가

학과 및 전공

학적 정보

출결 상황

.

.

.

교수 면담 기록

스코어링
알고리즘 개발

빅데이터
분석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된
대출 조건 설정

대출금 회수 기간 설정

.

.

.

대출 이자 설정

대출 한도 금액

대출 수수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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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스코어링 알고리즘 개발(계속)
상관 분석 기반 유효한 학생 평가 항목 선정

 평가 항목별 유효성 분석

 유효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학생 평가

 유효성 : 학생을 평가할 때 각 항목이 얼마나 유효한지 나타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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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정보

전공 학점 정보

학과 취업 정보

출결 정보

교수 면담 기록

학교/학과
/석차 별 정보

교양 학점 정보

동아리 활동 정보

학과 정보

전공 학점 정보

학과 취업 정보

출결 정보

교수 면담 기록

학교/학과
/석차 별 정보

교양 학점 정보

동아리 활동 정보

<상관 분석>

유효성 : 0.101

유효성 : 0.408

유효성 : 0.001

유효성 : 0.117

유효성 : 0.378

유효성 : 0.273

유효성 : 0.132

유효성 : 0.302



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스코어링 알고리즘 개발(계속)
의사 결정 트리 기반 학생 스코어링

 유효성이 높은 평가 항목 선정

 전공 학점 정보, 학과 취업 정보, 석차 정보, 출결 정보

 선정된 평가 항목들로 의사 결정 트리 구성

 의사 결정 트리에 따라 학생의 평가 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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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학점
정보

학과 취업
정보

석차 정보

학과 취업
정보

출결 정보

석차 정보 석차 정보 석차 정보

출결 정보 출결 정보 출결 정보 출결 정보 출결 정보 출결 정보 출결 정보

GOODBAD

BAD

BAD

BAD

BADBAD BAD

GOOD

GOODGOOD GOOD

GOOD

GOOD

8 등급 7 등급 6 등급 5 등급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
평가
등급



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스코어링 알고리즘 개발(계속)
빅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 모형 예시

<학자금 대출 모형 예시>

학과 정보

학업 성취 정보

학과 취업 정보

출결 상황

교수 면담 기록

비콘 반응
동선 데이터

우불량 학교
/학과/학점

학교/학과
/석차 별 정보

인성평가
score별 정보

기부참여활동
정보

. . .

. . .

고취업
학교/학과/학점

인터넷 신청시
scroll 속도

동창회
참여 속성

비콘 반응 동선
속성

. . .

상관 분석

머신 러닝 분석

통계적 분석

비콘 반응
동선 분석

. . .

Meta data 데이터 모델 분석Raw data

빅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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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우수한 신용점수 획득을 위한 학생의 능력 배양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가능

자발적인 동기 부여를 통한 학교 인재 경쟁력 강화로 연결 가능

 크라우드 펀딩 재정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부산은행은 크라우드 펀딩 재정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가능

동문, 지역울타리내에서대출의심사와집행을통한강력한구속력보유가능

학생들의 인성, 미래를 고려한
신용평가 점수 계상

우수한 신용점수 획득을 위한
자발적인 학생의 능력 배양

합리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학교 인재 경쟁력 강화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크라우드펀딩 재정 운영 및 관리
동문 내 구속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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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자금 대출 평가 scoring 추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 및 지원

동문, 대학, 한국장학재단 기금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을 시행

모집된 크라우드 펀딩 재정 및 관리를 은행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사업 추
진

자금
운영 위임

크라우드 펀딩

대출 집행

수요자

대출 신청/상환

빅데이터 분석
(심사/평가) 심사 결과

정보 제공
(동의)

지역 동문
투자자

대학 기금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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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IS와 가장 가까운 CCTV 대상 지점 선정
 월정 RWIS와 가장 가까운 속사 CCTV를 대상으로 지정

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교항1
교원

주

대관령4터널(인천
외부)

대관령7터
널

둔내터널(강릉외부)

성산2
교

소사리 평창
RWIS

월정
RWIS

삽교
리
RWI
S

유천
리
RWI
S

어흘
리
RWI
S강릉휴게소(인

천)

문막
1



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Change in number of edge pixel by weather conditions
 The number of edge pixels in the whole image can distinguish rainy 

conditions from sunny and/or cloudy conditions.

*Edge: Contours of objects included within image



 Looking at the range of fluctuation(變動幅)
Comparison of brightness values according to rainfall => fluctuation limits 

decrease as rainfall increases

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Rainfall
5mm>

< Rainfall
15mm>

120

140

160

18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Rainfall 5mm, Comparison with brightness value

A1 A2 A3

120

140

160

18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Rainfall 15mm, Comparison with brightness value

A1 A2 A3

A1
A2

A3
A1

A2
A3

=> Average range of fluctuation: 17.07=> Average range of fluctuation: 24.95

range of fluctuation

range of fluctuation

http://hanja.naver.com/word?q=%E8%AE%8A%E5%8B%95
http://hanja.naver.com/hanja?q=%E5%B9%85


 Show different fluctuation of brightness of HSV among 
multiple ROIs according to different rainfall
R1 is the farthest ROI, R4 is the nearest ROI
As the rainfall increases, the brightness values of R1, R2, and R3 

converge to R4 like precipitation 20mm

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Experiment of change of brightness value of multiple R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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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of brightness among multiple ROIs by rainfall in Sungsan 2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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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과거 데이터를 계층적 군집화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

 분류된 군집들의 정보를 이용한 기상판별

<비 5 mm> <비 10 mm> <비 15 mm> <비 20 mm>

Hierarchical Clustering



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계층적 군집화 수행

 정의한 패턴 그래프 (6차원 데이터)를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군집화 수행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𝐷𝐷𝐸𝐸𝐷𝐷𝐷𝐷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𝑞𝑞, 𝑝𝑝 = ∑𝑖𝑖=0𝑛𝑛 𝑞𝑞𝑖𝑖 − 𝑝𝑝𝑖𝑖 2 , 𝑤𝑤𝑤𝐸𝐸𝑤𝑤𝐸𝐸 𝐸𝐸 = 6 (q와 p는 6차원 패턴 그래프)

 아래 그림의 예제는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결과임

Hierarchical Clustering



5.4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생성

 계층적 군집 정보와 현재 CCTV 영상의 패턴 그래프 비교 및 기상 판별
 1) 신규 CCTV 영상(기상을 알고 싶은)의 패턴 그래프 추출

 2) 군집들의 대표 패턴 그래프와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이용한 가장 유사한 군집 선정

 3) 해당 군집에 할당된 강수량 정보를 생성

Hierarchical Clustering

… 
패턴 그래프
={142.6, 132.7, 150.5, 168.7, 151.0, 143.1}

강수량
= {1.0 mm ~ 1.5 mm}

<1번 군집 >
패턴 그래프
={142.6, 132.7, 150.5, 168.7, 151.0, 143.1}

강수량
= {1.5 mm ~ 2.0 mm}

<2번 군집 >
패턴 그래프
={142.6, 132.7, 150.5, 168.7, 151.0, 143.1}

강수량
= {1.0 mm ~ 1.5 mm}

<3번 군집 >



5.5 영상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제품 불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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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상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제품 불량 검사



조류독감 영상 데이터 분석



6. 시사점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y = f(x)에서 y 값의 자동 수집 필요

제품 불량, CCTV 영상에 대한 강우량/안개 시정거리, 지하철 전동차의 고
장 데이터 수집을 manual에 의존하고 있음

 y 값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의 연구 개발이 시급

 센싱 디바이스

 CCTV, 카메라 영상 데이터 처리 능력

 데이터 없는 인공지능은 붕어빵이다

대규모 data set에서 지능을 찾아야 한다

 미래 선진국의 판단 기준

미래 선진국은 superconnection infra
국가가 보유 저장한 데이터 set의 크기

 data intelligence scientist 숫자

SW 개발자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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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rtificial Intelligence &

7. 데이터 지능은 어디까지?



인간 정보 처리 과정

많은기술들이예상을넘는속도로발전중임

감각 이해 기억 추론/의사결정 행동

학습

추천

예측

판단

Personal
Assistant

Smart
Home

Smart
Factory

Robot

행동분석
의도분석
상황분석



포스코: 전임원대상으로빅데이터/인공지능포럼운영중

Big Data

Data가 많을 수록
Deep Learning의
성능이 우수해짐



생활속의빅데이터인공지능체험하세요–SKT NUGU

Echo

Nugu

http://www.google.co.kr/url?url=http://amazonpickingchallenge.org/&rct=j&frm=1&q=&esrc=s&sa=U&ved=0ahUKEwj1h4_DgPLNAhXFFZQKHQsPC2oQwW4IFzAB&usg=AFQjCNGl7GJ2UU2Hx2BIywjIvTc9fIw9yg
http://www.google.co.kr/url?url=http://thenextweb.com/google/2016/05/18/google-home-official-amazon-echo-worried/&rct=j&frm=1&q=&esrc=s&sa=U&ved=0ahUKEwjGppmK2ffPAhVBwrwKHc95Ab8QwW4IGTAC&usg=AFQjCNFlyIeuKPQbF0pje3nGKktR9enHuQ
http://www.google.co.kr/url?url=http://www.businessinsider.com/google-home-voice-assistant-2016-5&rct=j&frm=1&q=&esrc=s&sa=U&ved=0ahUKEwjNyJr02ffPAhUCzbwKHY_0ArUQwW4IHzAF&usg=AFQjCNFTRB20_b5qLQ9bp0YdzRW0rwBbuw
https://www.google.co.kr/url?url=https://beatweekly.com/google-home-release-date-price-features/&rct=j&frm=1&q=&esrc=s&sa=U&ved=0ahUKEwjNyJr02ffPAhUCzbwKHY_0ArUQwW4IKzAL&usg=AFQjCNHAJuSDUGYjtPxUBTXyvlATQJNu1w
https://www.google.co.kr/url?url=https://googleblog.blogspot.com/2016/09/see-more-plan-less-try-google-trips.html&rct=j&frm=1&q=&esrc=s&sa=U&ved=0ahUKEwik1J6S2vfPAhVJ2LwKHWw7CakQwW4IGTAC&usg=AFQjCNHMHEemAPdAV6PPbxj2GlFQwHmiXw


생활속의빅데이터인공지능체험하세요–SKT NUGU

“알람 설정해줘“
① Grammar (대표발화문)1

“몇 시로 설정해드릴까요?”

② Prompt (답변)

“오전 7시“ “내일 오전 7시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③ Prosody (운율)
Intonation, Stress, Pause

④ Interaction
분기 조건 및 Flow, Dialogue 

⑤ Persona2



SW가 세상을 지배한다?

대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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