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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slideshare.net/andrewbryant/cio100-are-you-leading-or-following-259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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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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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Manyika et al.,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 J. Gantz et al.,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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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6 

모델 (Abstraction) : 현업(수요자)과 분석가(개발자/생산자)간의 의사소통 수단 
의도하는 내용 전체를 추상화하여 하나의 형태로 나타낸 것 

분석 모델의 발전 

 

 

 

분석 모델의 적용방법 
분석 대상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알고리즘 기반의 분석 모델을 선택, 적용 및 발전을 도모함 

수리모델 
(Newton의 법칙, 자연 관찰) 

확률모델 
(주식, 도박) 

통계모델 
(사회현상의 해석) 

추리통계모델 
확률(통계)모델 

분석모델 
Data Mining, ML, 

Network 모델 

기술통계모델 
Data Mining 모델 
Language 모델 

예측 
 
 
 
 
 
 

현상 
해석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해석모델 
추리통계모델,  
확률(통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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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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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석 모델의 구성 가능성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과 조합에 따라 수많은 분석 
모델을 생산할 수 있음 

분석 모델에 정답은 없으며, 필요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어진 분석 모델과 알고리즘을 
계속 조정하는 것이 필요 

분석 모델의 이론적 성능과 배경을 지키면서 분석 
결과를 잘 해석하기 위한 지식과 노력이 요구됨 

 

 

분석 모델의 평가과정이 필수적임 
특히 정량적 분석에 기반한 모델은 반드시 동종/
이종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 / 정성적 평가과정이 
필요 
예) 인공지능 기반모델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대상 데이터의 수집에 따른 학습과정이 필수적 

현행 업무에서도 계속되어야 함 

 

분석 모델 : 대상 데이터 = 1: N 
하나의 분석 모델은 다양한 분석 대상 데이터와 결
합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량적 분석에 기반함 

정량적인 분석 모델도 정성적 평가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됨 
 분석 결과의 실제 적용시 분석전 염두 판단된 효과가 

다르게 관찰될 수 있음 

     예) 수학적 기반 모델 vs. 경험(실례) 기반 모델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수정 필요성 
잘 구성된 분석 모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필요함 

세계가 변화하고 대상 데이터 자체가 변화함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유효화를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입력 및 변수 설정을 선택 / 
자동화할 수 있는 System 필요 



CONTEANTS 

Copyright (c) BI MATRIX Co., Ltd.  2016. All rights reserved. 

분석의 기획과 서비스  

8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Big Data, 인더스트리4.0 (재구성), 제16회 산기헙 미래세미나 (2017.5.23) 

분석, Data Scientists 
머신러닝, 
데이터마이닝, 
애널리틱스 

액션, Decision Makers 
엔지니어 
마케터 
HR 

리더 
CEO, 본부장, 임원 
Big Data 분석의 Value 이해 

의사결정자 
현업 (마케터, 기획자) 
Big Data 분석 이해 (종류, 예상 결과) 

http://olap.com/forget-big-data-lets-
talk-about-all-data/ 

http://combiboilersleeds.
com/keywords/insight-
1.html 

http://alexstechthoughts.com/post/125
261639936/adding-and-taking-value 

데이터 통찰(력)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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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 고객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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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Leader  Decision Maker  Data Scientist 

“기획이 반이다” 

http://olap.com/forget-big-data-lets-
talk-about-all-data/ 

http://combiboilersleeds.com/keywords
/insight-1.html 

http://alexstechthoughts.com/post/125
261639936/adding-and-taking-value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Big Data, 인더스트리4.0 (재구성), 제16회 산기헙 미래세미나 (2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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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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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분석 기획 단계를 무시한 분석 실행을 요구함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통찰도, 가치도 달라는 요구 

문제점 : Domain knowledge가 있는 고객도 찾지 못하는 가치를 찾으려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분석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함 

분석 결과가 긍정적이라도 투입된 인력과 자원에 비하여 효율이 매우 낮을 수 있음 

정보화 전략 기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의 필요성 
단순히 일회적, 통사적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분석의 시스템화를 통한 필요 요건의 재산출 등 “전략”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ISP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음  마케팅 분야와는 다름 

우리 회사가 분석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일단 분석이라는 것을 맛이라도 보면서 무언가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분석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찾아줄 수 있지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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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실행 : 분석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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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lap.com/forget-big-data-lets-
talk-about-all-data/ 

http://combiboilersleeds.com/keywords
/insight-1.html 

http://alexstechthoughts.com/post/125
261639936/adding-and-taking-value 

기획이 없는 실행 
: 냉장고를 부탁해 

실행  |  Data Scientist  Decision Maker  Leader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Big Data, 인더스트리4.0 (재구성), 제16회 산기헙 미래세미나 (2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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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실행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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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문제점 : 분석의 가치를 통찰에서 찾지 않고 미리 정하거나 이를 분석 실행에 맞추려는 태도 
모든 데이터에 적절한 모델은 없으나, 대체적인 경향성은 존재  
 통계분석 : 분포분석, 이상치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데이터 마이닝 : 연관분석, 상관분석, 군집화 

 Machine learning : Neural Network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도의 방향성이지 분석의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님 

탐색적 분석과 가치적 분석의 구분 
 탐색적 분석을 통해 가치적 분석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염두 판단한 분석 결과는 ...과 같은데, 

왜 당신이 분석한 내용은 이와 같이 나오는 건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건지 원인을 말해요. 

이렇게 윗분께 보고하면 큰일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 결과를 맞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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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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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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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 Company Isn’t Good at Analytics,  
  It’s Not Ready for AI.”* 

* Nick Harrison and Deborah O’Neill, “Is Your Company Ready for AI?” Harvard Business Review, Dec 04 2017 
** 백정상,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소개”, Google Cloud Summit Seoul, 2018. 10. 25 

“분석을 잘 하지 못하는 회사는 
  AI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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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의 경향성  

15 

용
량

  (
V

o
lu

m
e)

 

분석 단계 (Analysis phase) 

 
인공지능 

분석 
/예측 

데이터 
알고리즘 

/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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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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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알고리즘 
/ 모델 

분석 

예측 

규모와 
증가 속도  
측정 곤란 

 
(계속적으로 
변화되면서 
무어의 법칙 

무시됨) 

경계 측정이 모호 
(분석과 예측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고 상호 연관 & 순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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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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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데이터 분석 

분석’ 

예측’ 

 
 데이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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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석과 AI 기반 분석 

18 

(전통적) 통계분석 모델 : 변수(variable)의 계수(coefficient) 도출 
가정 : 변수의 분포 (정규분포의 가정), 변수간 영향도 (독립성의 가정), 표본추출 (중심극한정리) 등 다양한 가정이 존재합니다. 
입력 데이터 :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의 정의 및 변수값 
출력 데이터 : 모델의 적합도 (오차율; MSE, residual 등), 변수의 계수 (coefficient) 
특징  
 공고한 통계분석의 학문적 토대 위에 구축된 분석모델로서 그 해석이 명료하고 이용하기 쉽습니다. 

 종속변수의 값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정에 의거하여 추정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Data Mining 모델 : 탐색적 데이터분석, 연관관계분석 등에 사용, 변수의 중요도(Importance) 도출 
가정 : 변수의 분포에 대한 가정은 없으나, 변수간 영향도에 대한 가정은 통계분석 모델과 유사하게 존재합니다. 
입력 데이터 : 변수의 정의 및 변수값 
출력 데이터 : 종속변수로의 모델 적합도 (오차율), 변수의 중요도 (Importance) 
특징 
 변수의 중요도는 모델의 가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Spurious correlation) 

 모델의 적합도는 입력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집단 선정의 중요성) 

AI기반 모델 (기계학습 모델) : 데이터의 해석에 주로 사용되며, 모델의 오차율 도출 
가정 : 변수의 분포나 변수간 영향도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입력 데이터 : 변수의 정의 및 변수값 
출력 데이터 : 종속변수로의 모델 적합도 (오차율)  
특징 
 모델의 적합도는 입력 데이터의 양과 질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데이터 규모가 크고 적절한 예가 많을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델 도출) 

 모델에 사용된 변수의 계수나 중요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hyperparameter를 변화,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Hyperparameter : 모델에 사용된 기법의 적용방법의 변경. 예로 hidden layer의 neuron 수나 layer 수, 네트워크 중첩 등을 정의) 

 상대적으로 큰 실행리소스를 요구합니다. 

 종속변수의 값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의는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의 의미로 겹쳐 사용됨. 

분석 모델과 그 계수로 
데이터를 설명 

분석 모델 자체를 이용, 
데이터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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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이 의미를 가지려면  

19 

ISP의 역량과 실행의 내재화 
적어도 ISP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Data-driven architecture / judgment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에 대한 탐구 : 수평적 역할 분담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부터 가치와 연계하는 작업 
통찰에 대한 일반적인 범주와 추구하는 가치와의 연계점을 사전 판단 

때때로 데이터에 따라 통찰이 변하고 이를 보다 발전된 가치와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탐구 
분석은 빠르게, 대처는 적절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분석 기획과 그 결과의 환류(feedback)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 발전 추구 
결과를 stakeholder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필요 

AI는 목적을 실행하는 도구이지 목적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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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 서비스의 요구조건 : Domain knowledge 

20 

모든 분석의 기반에는 Domain knowledge가 존재 
분석 모델의 설정 및 조정 (customizing)에 포함 

분석 모델의 실행을 위한 parameter setting에 관여 

AI 기반의 분석에서 Domain knowledge의 중요성 
Domain knowledge에 따라 분석 모델 자체가 변화 : 변화 관리, 효율성 제고 등 

Systematic appliance 
분석 과정에서 domain knowledge의 반영조건 설정을 시스템화하는 과정 

지식의 순환 (sharing knowledge) : 한번에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합의의 기회를 가져야 함 

http://combiboilersleeds.com
/keywords/insight-1.html 통찰(력) http://olap.com/forget-big-data-lets-talk-

about-all-data/ 
데이터 

http://alexstechthoughts.com/post/125261639
936/adding-and-taking-value 

가치 

분석기준 

분석결과 

가치해석 

데이터적 통찰의 개념 분석결과의 데이터기반 해석 

가치판단기준 



CONTEANTS 

Copyright (c) BI MATRIX Co., Ltd.  2016. All rights reserved. 

AI 분석 서비스의 요구조건 : Algorithms /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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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 서비스에서도 기존의 분석 algorithm을 사용함 : 근간, 근거, 확인, 활용 
데이터 추출 / 기초 검증 : 기초통계분석, 이상치 분석 

변화하는 모집단에 대한 검증 : Data Mining 모델 

입력데이터 생성 : 집계, 추계 모델 

AI 모델의 baseline 모델로 사용 

AI 기반의 분석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modeling 과정 
NoSQL data modeling 

Language modeling based on statistics 

batch handling (TensorFlow) 

Hyperparameter tuning을 통한 model 고도화, 효율화 

결국은 Datafication의 문제?* 

* 이윤모 R&D 센터장 (Begas), 데이터의 시대, 고급분석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전략,  
   BI MATRIX 세미나 (2017.9.21) 

From Sampling to Knowing 
From Clean to Messy 
From Cause to Correlation 
Big Data insights require Big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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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 서비스의 요구조건 : Re-valuation 

22 이석진 상무 (TIBCO Korea),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 TIBCO Insight Platform, cloudera SEOUL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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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석 서비스의 요구조건 : Re-valuation 

23 이석진 상무 (TIBCO Korea),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 TIBCO Insight Platform, cloudera SEOUL (2017. 7. 11) 



CONTEANTS 

Copyright (c) BI MATRIX Co., Ltd.  2016. All rights reserved. 

AI 기반 분석 서비스의 요구조건 :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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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aluation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탐지, 학습 및 보완하는 시스템적 접근경로 보장 
세상이 변하고 데이터가 변한다 : 모델은 계속적으로 학습되어야 함 

모델 자체도 변한다 : 근거를 가지고 모델을 해석해야 함 

사람이 변한다 : 모델의 과학적 판단기준을 insight, value화 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자. 

반자동화 : Scheduling 
꼭 real-time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됨 

유연한 analytics는 유연한 결과물을 가져온다  후처리의 필요성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Infrastructure가 필요하다. 
Variable한 data input을 감당하는 유연한 분석체계 

Scheduled, stream, real-time data processing의 구분 

Scaled analysis : 주어진 자원의 유연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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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분석 환경에의 대응  

25 

개념적 융합에의 대비 

 실체와 데이터 

 분석과 예측 

 인지지능(Cognitive 

intelligence)과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의 최신화와 

자동화를 수용하는 체계 

 Cloud : AWS SageMaker, 

Google AutoML 

 Opensource : AutoKeras 

이기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환경 

 이들에 접속,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구조 확립 

용량(Capacity) 문제 발생

에 대한 우회대책 

 데이터 처리와 분석의 가능

성과 효율을 유연하게 조정 

 Data cluster, Analytic 

cluster, Cloud 등 

분석 시스템에 기반한 인재 

양성 계획 

 분석과 실무 지식(Domain 

knowledge)을 망라한 가치

를 비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데이터에 기반한 실무 지식

의 현행화 

 내부 데이터를 포함, 실제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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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도구의 유연한 결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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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cessing 

분석 데이터 준비 

분석 데이터의 한계 극복 

BI 

변수 지정 

어려운 사용법 극복 

BI 

분석 결과 보고서 

결과 활용의 한계 극복 

Data Analysis 

분석모델 수행 

단순 분석의 한계 극복 

기능의 분화를 통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증대 

솔루션 기반, 분화된 기능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분석산업의 체계화 및  
분석 체계 자체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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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C사 신용데이터 분석 : Neural Network 자동화 탐색 모델 

- 최적의 Hyperparameter 선정을 위한 simulation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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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MATRIX i-STREAM Workflow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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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계속) 
BI : 입력 /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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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MATRIX i-CANVAS repor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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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계속) 
i-STREAM : 분석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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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MATRIX i-STREAM Workflow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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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서비스 ≈ 지식의 전달(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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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y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nELxnSK1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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