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트랜드 및 활용 사례 
- 통신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SKT Geovision 

이동옥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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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vision DB 소개 

 

개별적인 단위, Key Variables, 기간, 항목 등 Mash-Up 하기 어려운 정보의 통합 : 비용 절감 

2,600만 행동패턴/ 
라이프스타일 DB, 
유동인구 DB 

업종 별 매출 및 
구매자 특성 정보 

부동산 매물/시세, 
상가/아파트 정보 

인구센서스 및 
경제/사회 통계 

3,400만 소비패턴, 
라이프스타일 DB 

교통정보, 경로설정 

지도, POI 정보 업소/전화번호 DB 

외부 감사 기업 DB 

POS 매출 DB 

아파트/연립주택 DB 

1. 각각의 단위를 가진 DB들을 GIS 기반으로 통합 

2. 각 DB의 Key를 찾아 상호 매칭, 통합 작업 실시 

SKT에서 ODS/ETL/DW 구축, 통합 작업 실시 

(10명의 DBA, GIS Analysts, 개발자가 직접 DB 작업 실시, 운영) 

호/건물/번지 단위 

번지/도로 단위 번지 단위 
집계구 단위 

번지/동/호 단위 도로 단위 

50m × 50m Point 소지역/블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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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흐름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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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흐름과 특성 

• 역세권 방문객의 유입지 및 소득수준 및 유입결로에 대한 정보 제공: 잠재고객 정보  

• 지오비전의 업소 및 매출데이터: 경쟁 및 업황 정보 제공 

현재 업종 별 매출정보, 업소정보, 유동인구 정보 등 활용  

매출추정 등 알고리즘 결합을 통한 상권 등급 설정, 매출추정 등 가능 

요일 별 매출 시간대 별 매출 성/연령 별 매출 

고객의 주요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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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민간 분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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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축제: 관광객 유입지 분석 

설문조사 등올 통해 파악하던 관광객의 유입지역 파악 가능: 정확도 향상, 읍면동 수준 세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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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관광: IOT 기반 세부 지역 분석 – 진행 중 

골목길 단위 등 세부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IOT형 센서 적용 

•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의 규모를 골목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LPWA 통신망 기반의  유동인구 수집 센서 

• 저렴한 비용(개 당 2만원), 무전원 사용(2년 후 배터리 교체 필요) 및 정확한 유동인구 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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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시정 홍보 대상지 선정 

버스승하차인구가 많은 지역 

월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보육시설 취약지역 

20대 많은 지역 

예시) 전월세 관련 정책 시정 홍보  서
울
평
균

 

해
당
지
역

 평
균

 

22% 

55% 

 

110번 버스 대상 
노선 평가 
 
거주인구: 68,997명,  
직장인: 27,316명,  
대학생수:6개 대학 
94,929 명  
등산로 포함 비율: 10% 

노출 효과가 가장 높은  
상위 10대 버스 노선 

20대 대상 노출효과가 높은  
상위 10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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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 추정: 신규 출점 예정지의 매출추정 

• 매출추정 모델 개발 
    PASW(구 Clementine)  
    이용: 회귀분석 모델 
 

• 기존 내부 DB를 이용한 모델에 비해 설명력(R2)이 0.2이상 향상됨 

•  신규 도입 변수: 교통시설까지의 거리, 유동인구 수 등 

• 고객 정보가 있는 경우: 매장 별로 고객의 분포 및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상권 설정 

• 고객 정보가 없는 경우: 경쟁점 및 자사의 매장 위치를 기준으로 상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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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량 입지 추출: 매출 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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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깃 마케팅: 상품 별 Target 지역 + 고객 + 영업점 

• 고객 세분화 유형 별 주 가입 상품 분석 
  - 기존 고객의 유형, 등급 분류 결과와 상품을 매칭 

  - 라이프스타일 유형 * 고객 등급 별 상품 추천 모델 개발 : 

     판별분석 등 

• 상품 별 Target 밀집 지역 분석 
  - 각 아파트 단지/주택 단지 등 거주자 밀집  

    지역 별로 라이프스타일/고객 등급 매칭 

  - 주 가입 상품 매칭 = 상품 별 Target 지역 추출 

 
  Ex)  아동중시형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72%는 A상품 가입, 가입 시 장기 보유 

         전국을 대상으로 아동중시형 거주자/직장인 

         밀집 지역 추출 

         - 전국을 주 가입 상품 별 Target 영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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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깃 마케팅: MD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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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