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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격한 IT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 시 의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련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교육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에 해 알아보고, 교육  활용 시나리

오에 해서 살펴본다. 한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교육용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처리를 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교육용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해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방안이 제 로 용될 수 있는지 시범 으로 업무과 교육을 한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하는 테스트 랫폼을 구 하 다. 이를 교사들이 직  사용해 보고 나서, 업무와 교육에서의 흥미도,
즐거움, 도구 사용 느낌, 긴장감이나 걱정, 자신감 등을 토 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용 빅데이터를 사용
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recent rapidly changing IT environment, the amount of smart digital data is growing exponentially. 
As a result, in many areas, utilizing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nd related technologies is becoming
more popular. In SMART learning, big data is used by students, teachers, parents, etc., from a perspective of the 
potential for many. In this paper, we describe big data and can utilize it to identify scenarios. Big data, obtained 
through customized learning services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scheme, is proposed. To analyze educational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for this purpose, we designed a system for big data processing. Education services offer
the measure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educational big data. These measures were implemented on a test 
platform that operates in a cloud-based operations section for a pilot training program that can be applied properly. 
Teachers try using it directly, and in the interest of business and edu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enjoyment, the tools, and users' feelings (e.g., tense, worried, confident). We analyzed the results to lay the 
groundwork for educational use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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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 환경의 격한 변화에 따라 스마트 시 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 

련 기 에 축 되는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 으로 증가

하고 있다. 스마트 시 의 스마트 기기는 수많은 데이터

를 생산하여, 클라우드와 같은 분산 일 형태로 장하
고, 때로는 요한 정보로 가공되기도 한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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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교육에서부터 디자인과 술 분야까지 많은 곳에
서 이러한 상을 경험하고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
한 상을 설명하기 해서 새로운 용어인 ‘빅데이터’를 
만들어 냈고, 이 용어는 이제 일반 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
빅데이터 기술은 테라바이트 이상인 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
는 지능형 서비스 련 기술이다. 소셜 서비스를 비롯하
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는 지

능형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

고 문가의 역할과 가치를 바꿔 놓을 것이다. 표 인 

로, 알 고와 같은 인공지능 바둑 결이나 음성 인식, 
자동 번역, 약간의 음 로 음악을 찾아주는 기능 등이 있

다[9, 14, 16]. 이러한 서비스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화되면서 IT 업계는 생각할 수 있는 로  등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1, 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정의와 활용 시나리

오에 해서 살펴본 다음에 빅데이터의 교육  활용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빅데이터 정의와 활용 시나리오

2.1 빅데이터 정의

빅데이터란 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일련
의 과정을 말한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단순히 장하거
나 수집하는 것이 요하 다. 최근 데이터의 역은 다
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어 정보로 알기 쉽게 재가공하고, 
정보를 원하는 사람 혹은 기 에 매하는 비즈니스 과

정을 모두 포함한다. 다양한 데이터를 여러 분석 도구와 
방법에 따라 2차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가공된 2차 데이
터를 련자에게 매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3, 4].
빅데이터는 컴퓨터공학에서부터 사회과학, 뇌과학과 

언어학까지 많은 분야의 기술이 용될 수 있는 분야이

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통계학, 경제학, 컴퓨터공학, 수
학 등 학문의 융합 인 에서 이해가 필요하며 통합

 사고와 직 력 등도 요구된다[1, 5].

2.2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좋은 분야는 이상 상 감지, 다
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까운 미래 측 등에 유용할 

수 있다[1, 3].

2.2.1 이상 현상 감지

이상 상 감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록을 

통하여 정상 상태 여부를 표시하여, 업무 패턴을 악
하고,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상 상 여부를 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
인 활용 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부정이용 방지

를 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한 서버 시

스템의 로그를 활용한 패턴 분석으로 다양한 이상 행

를 알아낼 수 있다. HP사는 시큐리티, 이벤트 리 솔
루션인 ‘ArcSight’를 도입하여 출입 리시스템, 네트워
크, 업무 애 리 이션,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컴 라이언스를 반한 내부 부정행 를 발

견하 다[1, 6]. 
이상 상은 마  분야에서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고객 반응을 감지하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도 이상 상을 신속하게 감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공과 학은 집 치료실(ICU)에 있는 
약 100명의 환우 아동을 상으로 심 도, 심박수, 압 
등 16개의 종류의 검사 결과 수치를 수집․분석한 패턴
을 도출하여 신생아 이상 징후의 감지에 활용하고 있다

[7, 8].

2.2.2 가까운 미래 예측

빅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으로 

‘Forecast’ 보다 가까운 미래의 수 분 는 수 시간 후를 
측하는 ’Nowcast’가 가능해진다[8]. 기업에서는 ‘이용
자의 마음이 변했다’ 라는 사실보다는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마음이 변할 것 같다’ 라는 
사  응을 할 수 있게 된다[7]. ‘Hadoop’을 이용한 로
그 분석으로 회원탈퇴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8]. 캘리포니아 산타
크루즈 카운티에서는 8년간의 범죄기록을 분석하여 범
죄자의 행동패턴  포 업시간과 같은 환경요인과 

범죄발생과의 계성 도출,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상
되는 장소를 매일 측하고 있다[7]. SK텔 콤의 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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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서비스는 국 도로의 교통 상황을 5분 단
로 수집, 분석해 친 한 길 안내와 정확한 도착 시간을 

제공한다[7]. 티맵 서비스는 택시, 버스 등에 GPS 장치
를 장착해서 국 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고 있다. 지도와 길 안내 로그램을 기계에 내장하는 일
반 네비게이션과 달리 SK텔 콤 서버에 속해 고성능 

컴퓨터가 계산한 길 안내 결과를 수신하고 있다[1, 7].

2.2.3 현 상황 분석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살펴보지 못했던 사업 측면을 

분석할 수 있어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룹 단 의 상품 원가율을 산출하는 회계시스템

을 매월에서 매일로 변경하여 상품별 원가율과 원가 변

동 추이를 분석한다면, 이익률이 높은 상품의 마  정

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1, 10]. 

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교육용 

빅데이터

스마트 교육에서의 빅데이터 종류를 살펴보고, 빅데
이터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11].

3.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교육용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표 인 교

육 사례는 온라인 학습과 스마트 교과서 활용 수업 등이 

있다. 이 에서 스마트 교과서 활용 수업을 를 들어 
빅데이터와 련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 학생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온라인에 속한 뒤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퀴즈를 
풀고 결과를 확인함

-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고 단말기를 
동기화하거나 다른 학생과 공유하고, 학습과 련
된 검색을 하거나 메모를 남김

- 다른 학생과 화를 하거나 소셜 서비스(SNS)를 이
용하여 을 게시함

3.2 교육용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거 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결과와 등 교육 시스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한 시도가 있다[11].
한,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축 된 개인 정보와 악

되는 재 상황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별 특화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구 이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

면서 이 개념을 가장 먼  실화시켰고, 아마존 등의 콘
텐츠 업체에서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 역시 빅데이터 정

보를 분석한 결과이다[1, 6]. 페이스북 역시 8억 명의 사
용자 정보와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화 고

를 제공한다[12].
개인화 서비스는 서비스의 맞춤화 측면 외에 사용하

는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심으로 맞춰지는 측면도 있

다. 시리를 통한 음성 인식과 안내, 구  번역도 빅데이

터 기술의 표 인 결과물이다. 구 은 음성과 텍스트

에 이어 상, 얼굴, 그리고 표정 인식에도 연구를 확장
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말기를 통해 악할 수 있는 사용
자 정보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 13, 14].

4. 빅데이터 활용 방안

4.1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조도는 [Fig. 1]과 같다.

Fig. 1. Structure of Big Data Processing System

웹 포털 사이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공 자

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하면, 클라우드 사용자도 등록하여 시스
템 리자도 등록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토 로 웹 포털을 통해 추천 결과를 얻도록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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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정보 리 시스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리 시스템의 세 가지 모
듈로 구성된다. 정보 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뢰 계
를 리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평가된 클라우드 서비
스의 등 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결과 장소에 

장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리 시스템은 등록된 클라우드 서

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웹 포
털 사이트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할 때 클라우

드 서비스 리 시스템으로 달한다. 이러한 과정은 클
라우드 서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개별 으로 합한 분야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핵심 모

듈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리 시스템의 처리 결과를 클

라우드 서비스 신뢰값 장소에 장하고 이를 활용하도

록 한다. 이 때,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 값을 바탕으로 사용

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요구 사항에 따라서 시스

템과 사용자의 상호작용 후,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
천할지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기
본값을 제공받도록 한다. 

4.2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서비스 방안

스마트교육의 표 랫폼이 개발되고 추진되는 과정

을 살펴보면, 교육콘텐츠 측면, 학습/평가 데이터, 교육
행정/통계 측면, 학습자 정보, 사회연결망 등 외부연결자
료 등이 빅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이러한 빅데이
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정책가 등이 있을 수 있다[10, 16].
이를 토 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한 요소를 추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해서는 분

석  측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이를 해 사용자 로 일 수집, 개별 에이
트를 통한 지능형 시스템 구축이 필수 이다. 재 구
축된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생성  장할 수 있는 기능

은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하는 방법에 한 연
구는 부족하다. 이를 해, 데이터마이닝, 추론, 지능형 
에이 트, 시맨틱 웹, 온톨로지 등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 

기술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의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해야 

한다.

Object Coustmized Learning Service Relational 
Technology

Student
- Learning in a variety of situations
- Customizable Learning
- Customizable Evaluation

- Cloud Computing
- Setting and using 

mobile devices 

Teacher

- Traceability of student
- Evaluation of the student record 

management
- Life traceability map
- Students analyze the correlation
- Find a wide range of content
- Efficient handling administrative 

duties

- Collect user profile
- Profiling through 

individual agents
- Collaborative 

Agents

Parents - Identify the academic
- Identify and map for children living

- Profiling through 
individual agents

Policyma
kers

- A variety of statistical analyzes
-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rough a variety of policies 
cumulative data analysis

- The results of the policies 
established feedback

- Big Data Mining

Table 1. Big data elements based customized learning 
services

4.3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빅데

이터 활용 방안을 설계하기 해서 시범 으로 구 한 

인터페이스는 [Fig. 2]와 같다.
일반 으로 교사는 업 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야 

하는 일을 배정하고 각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둔다. 그리고, 교육의 효율화를 하여 작업해야 
하는 문서들의 링크를 모두 걸어둔다. 그러면 PC나 노트
북 기반의 사용자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 문서나 로젝

트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크하여 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PC나 노트북 기반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 등과 같이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페이
스가 조  달라져야 한다.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
도록 이동식 버튼에 따라서 입력을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
고, 이러한 과정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PC와 결
과가 공유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
스가 이루어지며, 별 업이나 커뮤니 이션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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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ser interface for big data processing training 

4.4 프로토타입 실험의 설문 결과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한 로토타입 

실험에 한 효과를 알아보기 해 서울 소재 등학교 

교사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실험(Experimental) 그룹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업무와 교육을 진

행하는 교사그룹, 통제(Control) 그룹은 일반 인 PC 
기반의 수업과 업무를 실시하는 교사들을 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실시하 다. 교사의 그룹 구성원은 Table 2
와 같다. 

 Gender
Group Male Female Total

Control 14 14 28
Experimental 14 14 28
Total 28 28 56

Table 2.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OECD/PISA의 흥미도 조사문항을 번안하여 (1) 도구
 동기유발 (2) 긴장감  걱정 2가지로 구분하 으며 

총 12문항을 제시하 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수업 도구 사용으로 인한 수

업과 업무 진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사 ․사후 검사에 사용된 검사지를 분석한 결과

를 Table 3에 제시 하 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 따른 도구  동기

유발 차이는 실험 집단이 4.30 , 비교 집단이 4.15 으

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흥미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3.055,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
트 교육을 실시한 수업과 업무를 실시한 교사에게 체

인 도구  동기유발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Domain Time Group Ave. Std. 
Dev. t p

 Tools 
motivated

Pre
Experi. 4.02 .75

0.825 .262
Control 3.89 .68

Post
Experi. 4.30 .56

3.055 .002
Control 4.15 .67

Tension / 
worry

Pre
Experi. 4.09 .75

-0.233 .425
Control 3.99 .55

Post
Experi. 4.15 .79

-2.563 .011
Control 4.00 .76

Table 3. Independent t-test of interest test results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를 사용하는 걱정이나 긴장감에 

한 차이는 실험 집단이 4.15 , 비교 집단이 4.00 으

로 나타나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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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t=-2.563,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다.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교육 처
치는 교사들에게 수업 진행과 업무 처리에 걱정이나 긴

장감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정의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가 재와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악하 다. 그 결
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
래의 사  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측은 개인, 
기업, 공공분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될 것이
다. 빅데이터 시 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교육 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만들
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활용하여 효과 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변하는 로벌 환경에서 미래사회에 앞서 나가

면서 응하기 해서는 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

한 미래 략 수립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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