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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예측 분석 



빅데이터  Platform을 통해  데이터 학습을 하고,  예측분석을 한다 

I. 예측분석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다 

• 소프트뱅크 로봇 페퍼 
 - 고객이 어느 시간에 방문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물론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최적화되도록 맞춤 대응  

• 아마존 결제 예측 배송 
 - 고객이 이전에 어떤 상품 구매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봤는지 분석  

•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앱 
 -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이미지만으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앱  

• 포스코 광양제철소 IoT 적용 공장 ‘스마트 제철소’ 
 - 공장 곳곳에 IoT 센서 설치,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다양해 지는 고객 Needs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DB를 고객  360  ̊분석 정보와 결합 

I. 예측분석  

지역기반 DB Single Layer DB Multi Layers DB 

• 미국 ACORN 
 - A 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미국을 22만개 영역,  
   43개 타입으로 구분하여 판매  

• 미국 AT&T, ACXIOM 
 - 3억 명에 달하는 개별 고객 프로파일 정보 판매 
 - 미국 CRM 및 마케팅 정보의 표준으로 사용됨: ORACLE 등 

• 미국 AC-Nielsen: Claritas PRIZM 
  - GIS + Census +  Segment Data 
  - 패널리서치 기관인 AC-Nielsen의 DB서비스 



빅데이터를 통한 360  ̊고객  분석 (사례)  

I. 예측분석  

• Mattermark : 상장전 회사의 순위, 신용도 분석 
 - 상장전 회사 정보 수집 분석(직원, 특허, 투자, 앱 인기순위, SNS) 

• C9 – Linkedin, Pandora와 같은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음 
 - 머신러닝을 이용, 진행중 Deal 속성파악, 성공확률 계산, 매출추정 

• Placed (’17년 스냅챗에 2억 달러에 매각) 
 - 광고주 기업이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를 분석할 수 있는 광고효과 분석 

• Kaggle : 고객의 pain point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연결  
 - 항공사 연착없이 운행 과제, 데이터 분석가 상금 지급 과제제시  

• Smart Zip  
 - 집 구성원 정보 수집 분석, 에측 분석을 통해 매물로 나올 집 예측 

• The Climate Corporation (’13년 Monsanto에 $1.1B 인수) 
 - 미국 전역 모든 기후변화 모니터링, 이상 기후 발견 시 자동 돈 입금 

출처 : http://www.venturesquare.net 



#2. 데이터 확보 
Data as a Service – SKT Big Data 



Real Data 기반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부동산정보 및 GIS 정보” 등이 융합 구성 

II. SKT Big Data : Big data Hub / Geovision 

SKT  Bigdata Hub 제휴 Geovision Data 



II. Multi-Layered DB 



II. 지역분석 사례 

*분석 : SK텔레콤 지오비전 

*분석 : SK텔레콤 지오비전 



#3. 데이터 활용 
Business Cases 



올해 상반기 매출추이는? 
우리 상품에 대한  

30대 여성의 평가는? 4월의 상품 별 매출은? 영업 조직 별 매출은? 

상권의 변화? 
시장/트랜드 변화? 

4월 매출이 줄었군! 결과: 가격이 부담된다  
-> 30대 타깃의 저가 상품? 

의류매출이 문제였군! 매출이 하락한 지역의  
공통점이 있나? 

경기에 민감한 30대 여성  
유동인구 밀집지역! 

기업체 내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 외부 데이터 & Life Style / Social  분석 



빅데이터 분석 Data Hub 정형/비정형 융합 DB 내/외부 원천 정보 

최종사용자: 내부 현업 부서 최종사용자: Mobile 

http://www.google.co.kr/url?url=http://db.cse.ohio-state.edu/index.html&rct=j&frm=1&q=&esrc=s&sa=U&ved=0ahUKEwjygKv31qbOAhWEipQKHZPeCp4QwW4IGTAC&usg=AFQjCNFwbTQ021Cn4FQD8osy0H3_VU0IhQ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 차선의 데이터로 최선의 가치를 도출 ” 하는 것 

1+2=3 인과관계가 아닌 “ A와 B를 결합하여 C의 연관관계 패턴  ”을 찾는 것 

www.geovision.co.kr  => Business GIS 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www.geovision.co.kr/


#4. 데이터 미래 
Data Driven 



보스턴시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공개, 목적 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조회 가

능, 시민들이 지도를 작성/공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형 서비스 

•  시 정부 내 각 부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도를 이용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대시민 정책 및 정보 제공 채널 

응급구조 가능 시간 지도: 

붉은 색이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 

각 업종의 업소 및 소유자 비율: 

색이 짙은 곳이  

보스턴 주민 소유율이 높은 지역 

시민 참여형 지도 작성 서비스 



 -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을 시공간적으로 분석, Real Time으로 인구이동 파악, 도시/상권관리 

 - 기후/기온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파악: 온도 상승 시 에너지 제어 

 - 우천 시 기상정보, GPS 위치정보 등을 이용 일반차량, 택시 이용 현황 분석, 정보 제공 

                - 축제/행사/도로통제 또는 교통사고 등 이벤트 발생 시 교통 상황 분석, 우회로 제공 

실행 

https://www.youtube.com/watch?v=2aEPkyOBtRo


뉴욕의 주택 가격 현황 지도 

퀸즈 지역의 주택가격 증감률 변화 차트 

  변동이 심한 시기 등 
사용자가 기간을 선택해 
해당 지역의 정보 조회 

美 미네아폴리스, 경전철 건설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 추이(5년 간)  

http://cfile24.uf.tistory.com/original/182A244E4D10FD560E7AC8
http://cfile10.uf.tistory.com/original/197D7C334D0B680C15C508


4차 산업 혁명,  함께 찾는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고객 분석을 통한 산업 분야별  Success Story  발굴 

부동산 
- 경매, 재테
크, 투자, 담
보대출신용 

판매 
- 구매 경향 
예측, 채널 
반응율 증대 

은행 
- 신용평가, 
출점전략, 상

권분석 

창업 
- 상권분석, 
입지분석, 경

쟁분석 

보험 
- 사망연령 
분석, 사고위
험도 분석 

지자체 
- 축제분석, 
CCTV입지분
석, 관광객분

석 

광고 
- 광고 효과
성 분석, 광
고 타겟지역 

분석 

국세청 
- 사기방지, 
세금 환급, 
규제위반 

병원 
- 예방적 진
료, 조기 진
료 유도, 타
깃 마케팅 

에너지 소비 
– 인프라 개
발과 전력수
요 예측 

홍보 
- 타겟 고객 
분석, 효과적 
홍보 채널 범죄 

- 범죄 발생
지역분석, 범
죄환경분석 

쇼핑 
- 제품 추천, 
제품 홍보, 
개인화 맞춤 

제조 
-고객분석, 
쇼핑행태, 타
겟마케팅 

장비 
- 시스템 고
장 예측분석, 
불량 탐지 

Target 
Marketing 

출점전략 

입지분석 고객분석 상권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