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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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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정의

대용량데이터를활용, 분석하여가치있는정보를추출하고, 
생성된지식을바탕으로능동적으로대응하거나변화를예측하기위한정보화기술

• (기술적정의) 다양한종류의대규모데이터로부터저렴한비용으로가치를추
출하고, 데이터의초고속수집, 발굴, 분석을지원하도록고안된차세대기술및

아키텍처 (IDC, ‘11)

• (규모적정의) 일반적인데이터베이스 SW가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범위를

초과하는규모의데이터 (매킨지, ‘11)

• (방법적정의) 빅데이터는당초수십-수천테라바이트에달하는거대한데이터

집합자체만을지칭하였으나, 점차관련도구, 플랫폼, 분석기법까지포괄하는

용어로변화 (삼성경제연구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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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스마트폰과 SNS 보급 => 데이터빅뱅 발생

• 2010년 1.2 제타바이트정보생산

(제타바이트크기: 미의회도서관 4백만배)

• 디지털데이터규모성장: 2009년 800 엑사바이트→ 2020년 35 제타바이트

• 테라 < 페타 < 엑사 < 제타 < 요타

패러다임변화

• MS는제4패러다임으로 ‘데이터인텐시브컴퓨팅’ 지목하고, 

• 자연현상표현(1세대) 

• 모델/일반화 (2세대) 

• 현상시뮬레이션(3세대) 

• 데이터분석/예측(4세대)로표현 (‘The 4th Paradigm,’10) 5



YET ANOTHER WEB3.0
데이터분석으로융합지식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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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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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구글 독감
www.google.org/flu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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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RECORDED 
FUTURE
Temporal analytics engine :

• forecasting and analysis tools to help analysts predict 

future events 

• by scanning sources on the Internet, and extracting, 

measuring, and visualizing the information 

• to show networks and pattern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IA와구글의투자로유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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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보 관련
소셜네트워크, 신문, 잡지, 기사등으로부터수집된정보를분석하
여테러동향을파악, 테러징후사전예측

• 미국국가테러방지센터는 24시간운영되며매일
10,000개이상의테러관련정보를수신

• 5세대전쟁으로정의되는안보위협의복잡다양성을
네트워크분석을통해해결하고자노력

• 5세대전쟁 : 전통적인전쟁에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소와사이버공간등이추가되어, 전쟁과범죄가융
합되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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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전 관련
태풍, 강수량, 지진등의정보를분석하여쓰나미, 홍수등의가능성

을예측

• IBM은물보유량과기상데이터, 현재강수량등을종합하

여홍수, 가뭄대책수립

기후변화, 해상오염방지, 방사능유출탐지

• M2M 데이터기반 (센서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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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금융
금융사기, 자금세탁방지

• 테라데이타와 SAS는데이터웨어하우징기술과분석기술을

결합하여 ‘자금세탁방지’,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금

융사기예방을위한솔루션공급(ZDNet Korea, ‘11)

카드부정이용파악

• 비자카드는최근에는카드회원별이용패턴을분석하는작

업에빅데이터기술을적용해수천억건에해당하는모든

회원의모델작성을 13분안에가능하도록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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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라이프 로그
라이프로그(Life Log) 기반개인화서비스

• 개인이블로그나 SNS에남기는글뿐아니라웹사이트방문기록, 

온라인서비스이용기록, 검색사이트의검색통계, 스마트폰에

저장된 GPSㆍ카메라ㆍNFC(근거리무선통신) 등이어디를방문하

고쇼핑하는지등라이프로그정보를자동으로생성ㆍ수집

• 일본 NTT도코모는이용자상황에맞춰적절한서비스를자동으로

제안하는 `i-concier` 서비스를출시. 목적지정보를입력하면그

곳까지경로를보여주고목적지근처에다다르면주차장의실시간

주차상황을알려줌.  GPS를활용해이용자가현재있는지역의

생활정보도자동으로전송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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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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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부 차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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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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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1 –처리 기술
대용량분산시스템관련

• 대용량정형데이터를위한 RDBMS (SQL) 기술
• 대용량실시간스트림데이터를위한비정형분산DB 

(NoSQL) 기술
• 비정형고속데이터처리를위한메모리기반데이터베
이스기술

• 비정형대용량스트림데이터의분산병렬처리를위
한클라우드컴퓨팅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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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술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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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처리 기술

오픈소스 구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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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처리- 숫자
Unix grep에대해 1764node로 64MB * 15,000 Task (노드 당 8개
thread) 로수행
(약 930GB의텍스트파일에서특정단어가포함된라인을찾아내
는작업을수행)
레코드는 10의 10 승개이다.

=> 약 150초정도

Single thread로하려면 ?   = 10의 10승개의레코드테이블의전
체데이터를 index scan이아닌 full scan하는데 걸리는시간

=> 150 * 15,000 / 2 = 1,125,000 초 = 13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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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2 – 분석 기술
산재된데이터간의연계·공유를위한융합·분석프레임워크

대용량데이터의수집, 해석, 정보추출, 정보분석, 정보저
장과관리, 정보검색과질의, 가시화

비정형정보의효과적인분석을위한고도화된최신분석요
소기술

• 한국어및다국어언어처리, 텍스트마이닝, 이미지
및영상분석, 음향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 의미적
데이터마이닝

• 사실간의연관성추적과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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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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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데이터분석 빅데이터분석

분석대상 정형화된 DB데이터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SNS, 사진, 동영상, free text ,  
위치이동, 센싱데이터등)

규모 기가~테라 페타~제타

분석범위 단일저장서 silo 다중저장소

적용시간 Batch처리 인타임처리

데이터 저장후분석 on-the-fly분석



분석 기술

Text Mining: 키워드연계성분류, 카테고리분류
Opinion Mining :  긍정부정등 Sentiment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tics : Graph 이론에따라 hub 역할을하는
사람을찾는것

Cluster Analysis : 비슷한특성을가진개체를합쳐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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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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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3 – 지식화, 시각화 기술
웹상의다양한소셜스트림데이터에대한즉시적인취
합, 분석, 해석, 관찰및정보추출을위한실시간, 대용
량분산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의분석결과와소셜미디어의분석결과를
융합하여도메인별로특화된지식을창출하는지식융
합·운영기술

분석결과의효과적활용을위한사용자친화적정보시
각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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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FOR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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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보안

암호화 , 접근제어, 침입방지 @ 클라우드보안기술

새로운접근제어문제

• 수많은개인, 기업들의데이터를한곳에모은뒤

• 각주체가자신의데이터를누가접근할수있는지제어

데이터의신뢰성문제

• 역정보, 해킹

• 정책결정에까지사용되는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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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빅브라더

다양한개인정보를한데모아방대한규모데이터뭉치를만

들어활용한다는것

• 개인의일거수일투족은물론성향과습성, 사고방식까지포함

보다많은사용자나고객사를보유해데이터를축적하는기

업일수록이를바탕으로더정밀한분석과예측이가능해지

고서비스의수준을향상시킬수있음

• 빅데이터기업들이미래에 '빅브라더'가될것이라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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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빅브라더 2

구글

• 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통해전세계스마트폰사용자로부터데이

터를확보

• 구글헬스서비스를통해개인의료기록까지수집

• 메일을포함한각종개인정보통합관리를두고논란

페이스북

• 메일을포함한각종개인정보통합관리를두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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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개인이식별되지않을권리’와 ‘개인이자신과관련된정보를삭제

할권리’

• “빅데이터로쌓이는대부분의정보가개인들이만들어낸정보다. 이를활

용해특정패턴을찾아낼때에는반드시개인이식별되지않도록익명화

(anonymizing) 작업을거쳐야”

• “사람은원래망각의동물인데이제는기록이남기때문에별걸다기억하

는세상이됐다. 개인이자신과관련된정보를삭제할수있어야”

개인정보가쌓이는곳이글로벌업체

• “이미 디지털정보는국경을넘나들고있기때문에국가규제는의미가없

다. 유엔(UN)에서 빅데이터의소유권, 사용권이누구에게있는지, 데이터

를어느정도재가공할수있는지, 재가공된정보를어느수준으로공개할

지등을논의해야한다” 30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Pseudonym

Database privacy

• 어느정도의익명화는쿼리조합으로공격가능 => 대응 :쿼리수, 

쿼리셋제한, 쿼리 Audit, partitioning

Communication privacy

• Proxy, Crowds, Broadcast (수신자보호)

• RING Network, M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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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PPDM)

Data perturbation
• 데이터값을통계적으로분산하여다른데이터로변경
• Random-sample noise : DBA가지정한확률패러미터로결과를변경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 자신의입력과계산결과이외에는어떤정보도얻을수없음
• 계산효율성이낮아실용화되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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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BY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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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문제인 시큐리티 문제들

• Correlation of threat data across multiple enterprises.

• Security policies that roam with the user as they move 

among networks we don’t own or control.

• Inter-platform correlation of data 

• Seeking patterns of abnormal behavior from volumes of 

data from monitore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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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문제인 시큐리티 문제들 2
• Building more accurate models and heuristics of malware 

and malicious activity based on broad visibility and having 
more computing power to perform the analysis

• Community-based malware detection.

• Real-time ‘reputation services’ that correlate information 
across multiple logical entities simultaneously – for example, 
IP addresses, user identities, URLs, email and file objects.

• Massively parallel static analysis of source code and binaries 
looking for vulner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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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SECURITY
SourceFire

• 200만개의 end point를모니터링하여,  malware가있
는지탐지하기위해 Hadoop을사용

시각화

• 로그등대량데이터를시각화하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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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SECURITY
지능형지속공격(APT) 방어

• 여러도구와지식을바탕으로아주중요한데이터를훔치기위해은밀히침입하

는해커들의공격을포착하는역할

• 숨겨진 '나쁜' 공격은종종네트워크내부사용자의 '선한' 행동처럼보이는 '비정

상적인행위'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안티바이러스같은전통적인방위체계

를은밀하게뚫고침입) 탐지

온스뱅코퍼레이션(Zions Bancorporation)

• 피싱공격을파악하고, 해커의침입을막기위해실시간으로보안및비즈니스

데이터를선행분석할수있는방대한저장소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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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SECURITY
EMC RSA

• 빅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한지능형리스크를기반으로한기민한대

응을비롯해문맥또는상황을인지

• 하이레벨의보안상관관계분석을위해서는빅데이터를활용한보안

분석

안랩

• PC를사용하고있는사용자의로그와모든정보들을클라우드환경으

로수집할경우기업의입장에서빅데이터로인식할수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보다효과적인보안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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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FRAUD DETECTION
Paypal, Amazon의 fraud detection

• user IP addresses, browser information, and other 
technical data in addition to financial details

• refine models to predict, identify, and prevent 
fraudulent activity.

• Real time analysis

워싱턴주의산재보험서비스

• SNS 등 30여개네트워크분석을통해, 보험사기방지
(연간 11M~14M  절감)   

• Human Network 분석

39



현황 – TRUST AND 
REPUTATION

40

SNS analysis는그자체로 reputation & influencer 찾기
• Brand reputation 측정등에활용 ( based on 

sentiment analysis)
• 사람에대한 reputation : Trust Among Strangers in 

Internet Transactions



빅데이터 시큐리티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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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데이터 R&D

OSTP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2억달러)
• 빅데이터를수집,저장, 보존, 관리, 분석, 공유하기위한핵심기
술을최신상태로진전

• 과학, 엔지니어링연구속도를높이고, 국토보안을강화하며, 교육
과학습을혁신하는데빅데이터기술을활용

DoD ( 2.5억달러 )
• 대용량데이터를활용해인지, 지각, 결정을제공하는자율시스
템을구현

• 상황인식능력을개선해전투원과군분석가를돕고, 군사작전
지원능력을배가시키는프로그램

• 세계의다양한언어와문자로부터정보를추출해분석능력을
100배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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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데이터 R&D 2
NIH

• 세포, 분자, 영상, 전기생리학, 화학, 행태, 전염병학, 임상, 기타건
강및질병에대한데이터에투자

NSF
• 지식추론과사회에데이터를제공·관할및관리하는새로운방법
론을고안

DARPA (엑스데이터(XDATA)프로그램, 2천500만달러)

• 대용량데이터를분석하는컴퓨팅기술과소프트웨어개발을수
행

DoE (2천500만달러)

• 확장형데이터관리, 분석및시각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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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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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ITEMS
익명성보장기술

• PPDM

Dig Log 분석기술
• Dig Log 분석 => APT 등의패턴인식

Dig Data 상의 Identity 분석기술
• 요소기술 : Identity 분석(구분식별, 관계분석
• 평판, 신뢰도분석 => Fraud Detection
• 개인정보노출현황파악 => 제어
• 사회안전, 국가안보

45



소셜네트워크 FRAU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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