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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미래의 선거

올해 4월 1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선거 전에는 항상 사전 투표를 하는 기간을 두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그 예측이 사전 투표를 통한 예측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빅데이터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거 결과 예측에 적용되는 빅데이터 기술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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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빅데이터’라는 용어 많이 들어 보셨나요? ‘빅데이터’라는 단어 그대로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IT 기업이 빅테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리고 선거와 빅데이터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먼저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영상, 

글, 사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막대한 양의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기술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를 3V1라고 부릅니다. 

3V는 데이터의 규모 Volume, 데이터 처리 속도 Velocity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 Variety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먼저 크기 Volume 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Velocity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말하는데, 

인터넷에는 항상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다양성 Variety은 빅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전체 데이터의 20%)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전체 데이터의 80%) 또한 포함하는 특징을 

말합니다. IBM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징 3V에 데이터의 정확성 Veracity 

또한 포함하여 4V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또한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 

또한 빅데이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데이터의 가치 Value를 포함하여 5V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결과를 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스몰 데이터인데요, 스몰 데이터란 개인의 행동, 

성향, 습관 등 ‘작은 정보’들을 분석하여 특정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몰데이터는 이런 특성 때문에 

탐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정보의 홍수, 빅데이터 시대
 Big Data Technology

① 여러 SNS에서 1분마다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

② 빅데이터의 특징

https://blog.naver.com/ahn128/2219170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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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그럼 과연 빅데이터는 어떻게 생성되고 수집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먼저 데이터의 생성이란 말 그대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SNS에 올린 나의 셀카, 유튜브에 올라오는 재밌는 영상 

모두 데이터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데이터의 수집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웹 크롤러와 

로그 수집기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웹 크롤링이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복사해 오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웹 크롤링은 Python을 

사용하여 집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직접 웹 

크롤링을 구현해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2  그 다음에는 로그 

수집기입니다. 로그란 컴퓨터를 끄고 켜거나 여러 작업을 수행할 때 남는 

기록들입니다. 로그들은 주로 Fluentd라는 로그 수집기를 사용하여 

수집되는데 이때 Fluentd는 수많은 로그를 수집하여 라우팅(routing)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luentd는 기본적으로 Input → Engine → Output의 데이터 흐름을 

가집니다. Input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로그 기록입니다. 이때 Fluentd는 

확장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여러 종류의 로그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Engine은 받아온 로그 기록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Output은 정리가 끝난 로그 기록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의 응용 분야

빅데이터는 우리 실생활 아주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빅데이터의 영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분야는 광고 분야일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닷컴은 모든 고객의 물품 구매내역을 저장하고 

분석하여 소비자의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포스팅한 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 광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머니볼 이론입니다. 머니볼 이론이란 오로지 경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수를 선발하고 배치하여 승률을 높이는 게임 이론입니다. 

이는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 메이저 리그의 최하위 팀 ‘오클랜드 

에슬레틱스’를 미 야구 역사 최초의 20연승을 달성한 팀으로 바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랍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여러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과학적 접근과 알고리즘, 그리고 선거와 

빅데이터의 관계를 알아 봅시다!

출처

1  https://whatis.techtarget.com/definition/3Vs

2  https://www.edureka.co/blog/web-scraping-with-python/

③ 웹 크롤러의 구조

https://en.wikipedia.org/wiki/Web_craw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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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luentd의 내부 구조

https://bcho.tistory.com/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