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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非정형
Data

半정형
Data

-회원정보
-CRM 데이터
-POS 데이터
-온오프구매데이터

-웹로그데이터
-위치정보데이터
-온라인트래픽데이터
-구매행동데이터

-SNS 버즈데이터
-이미지/음성/영상/텍스트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데이터로
숫자뿐아니라문자와이미지,

영상데이터를포함하는대규모데이터

데이터의양폭증과함께종류도다양해져
사람들의행동은물론위치정보와SNS를통해

생각과의견까지분석및예측가능하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DTM)



Dilemma

[구체적]
알아들을 수 없거나
기업기밀/ 개인정보

[개념적]
빅데이터로 하나되는
꿈과 희망의 요술나라

으어어



데이터혁신기업의급부상

구매직후
연관상품판매비율은

전체 판매량 중 35%

개인화추천이전체화면에
90% 이상차지

전체 시간 중 75%

잘팔리는셔츠의버튼수까지
분석하여최적화

연평균성장률 2배상승

사용자평가 DATA
상품간유사도 DATA 컨텐츠연관도 DATA 사용자 행태 DATA



Data Science는 공학과 마케팅 사이

Engineering Marketing

DataScience

무게중심이 마케팅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하용호, ‘데이터는 차트가 아니라 돈이 되야 한다’



우리는 점점 사장님과 가까워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_=

CTO CEO

DataScience

*하용호, ‘데이터는 차트가 아니라 돈이 되야 한다’



사장님은 왜 무서운가?

사장님이 궁금한 것은 단 한가지

“그거돈이되냐?”

*하용호, ‘데이터는 차트가 아니라 돈이 되야 한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61198418?scode=032&OzSrank=3

http://www.yes24.com/Product/Goods/61198418?scode=032&OzSrank=3


10/20 유저의페북이용감소
-> 페북마케팅비용최적화(돈새는곳막기)

*대홍기획 앱에이프



*대홍기획 앱에이프





http://pabii.co.kr/

http://pabii.co.kr/
















현업의 로그는 어떤 상황?

없거나

쓸 수 없거나

(그런거 없ㅋ엉ㅋ)

(현재 상태 DB만 있는뎅)

*하용호, ‘데이터는 차트가 아니라 돈이 되야 한다’



“뭘남기지?(KPI)”
“어떤 형식으로 남기지?”  

“어떻게 전송하지?”  

“어디에 저장하지?”

몰라@.@  
정하기 어려워

안남기면

해결된다.

로그를 남기려면 고민이 필요

왜 없나?

의식의 흐름

*하용호, ‘데이터는 차트가 아니라 돈이 되야 한다’



비즈니스관점에서고객등급관리가최우선
Micro-clustering을위해등급변동에대한파생변수정밀제작

upcnt
고객의등급이올라간횟수

down_cnt
고객의등급이내려간횟수

g_mean
고객의등급의평균

start_grade
고객의시작등급

end_grade
고객의마지막등급

grade_sd
고객등급변화의표준편차

e_cnt
연속적인E 등급의갯수

*A샵 고객 데이터 분석 ,  국민대학교 빅데이터경영MBA 6기 프로젝트



“우리도데이터있어요”

막상가보면DB에현재의state만 남아있음

예를들어같은통장잔고100만원도

•1000만원 벌고900만원탕진한100만원인사람과

•110만원벌고10만원아껴써서100만원인사람다름

•이력이필요합니다. State가아니라history

왜 쓸 수가 없나?

*하용호, ‘데이터는 차트가 아니라 돈이 되야 한다’



분석했더니 현업이
아는 것들이래요

정상입니다.

*하용호, ‘데이터는 차트가 아니라 돈이 되야 한다’



분석 == 액션



Aglile해야 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액션
“보고”먼저가 아니라 “실행”먼저

https://www.google.com/search?q=crisp+dm&source=lnms&sa=X&ved=0ahUKEwijz87VhqXjAhUTZt4KHdofCIYQ_AUICygA&biw=1920&bih=963&dpr=1

https://www.google.com/search?q=crisp+dm&source=lnms&sa=X&ved=0ahUKEwijz87VhqXjAhUTZt4KHdofCIYQ_AUICygA&biw=1920&bih=963&dpr=1


구매직후
연관상품판매비율은

전체 판매량 중 35%

개인화추천이전체화면에
90% 이상차지

전체 시간 중 75%

잘팔리는셔츠의버튼수까지

분석하여최적화
연평균성장률 2배상승

사용자평가 DATA
상품간유사도 DATA 컨텐츠연관도 DATA 사용자 행태 DATA

데이터액션기업의급부상







실험(액션)하자



이미알고있는문제를왜분석해야하는가? 

우리가찾는건 “해결방안이지문제제기가아니라”고합니다. 

이것은매우정상적인반응입니다. 

분석의목적은기적의창조가아니고 “행동(Action)하기위함입니다.”

대부분의경향은현업도알고있습니다. 하지만분석의힘은정량화에있습니다.

Action Plan 수립
“어떤각도로얼마만큼힘을줘야하는지정량화한다.”

이미알고있는사실

“공을던지면날라간다“

예측& Action
“공이가장멀리날아가는방법을찾는다“

Take 1 Take 2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395호



• 사용율제고방안분석
- KPI(재방문율, 구매빈도) 기준회귀분석

소비자피드백 2 : “이렇게느린앱은
처음입니다. 다시한번이벤트로햄
버거하나먹겠다고 ….” 

소비자피드백 1 : “결제는되지도않
고가입하려고해도페이지는넘어
가지도않음. 이기업 IT팀은대체뭐
하는건지ㅋ” 

사용율에미치는중요도분석
소비자피드백 2 : “휴대폰가입은인
증번호입력후회색화면에서넘어가
지지않습니다.” 

결제오류

로딩속도

가입오류

영향력평가 (-0.1 보통)

영향력평가 (-0.25 낮음)

영향력평가 (-0.5 높음) 주소인증
프로세스개선

결제
프로세스개선

앱실행속도
프로세스개선

우선순위

UI 최적화

예) “주소 인증 프로세스”가 1명의 이탈자를 생성하는데 -0.5를 기여하고

“앱 실행 속도”가 -0.25 만큼 기여한다면 주소 인증 프로세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전략 수립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Small Action을 실행

내부 UI/UX 점진적 개선, 최적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대학교 빅데이터경영 MBA



1.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규모이다

데이터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더많은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더큰효과를얻을수있다

Source:Teradata



1. 데이터의 다양성과 속도가 보다 중요하다

다양한데이터는사실을보다잘알게해준다

빠른의사결정과실행은경쟁력을강화한다

Source: 2011 Net Promoter Industry Benchmark



2. 분석 기법을 적용하면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Source: Nucleus Research m17 – The stages of an Analytic Enterprise, February 2012 Bi

g data-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McKinsey Big 
Data Analytics and the Path From Insights to value - MIT Sloan



2. 분석 성과는 데이터 활용 성숙도에 비례한다

분석자체만으로획기적성과를얻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

사실에근거한의사결정문화와분석이내재된프로세스에의해성과가발생한다

A rising role for IT: Mckinsey Global Survey results, McKinsey

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analytics, Bloomberg Businessweek

Source : McKinsey / Bloomberg



3. 분석 프로젝트는 성공해야 한다

프로젝트는납기, 품질, 예산이성공지표이다

분석프로젝트도동일한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

Gulf Chasm

주요 극복 과제 전사적 표준 도입 및 적용 BI를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내재화

아키텍처 Data Warehouse, Data Mart Enterprise Data Warehouse, Analytics

적용범위 본부 또는 부서 단위 전사 통합, 기업 간 통합

분석기법 대쉬보드 시나리오, 내재화된 BI

사용자 지식 작업자, 관리자 경영진, 고객

초점 영감 (insight) 실행 (action)

Source: TDWI



3. 분석 프로젝트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85%의분석프로젝트는원하는결과를주지못한다

그러나, 한번성공하면10.5배의성과를얻을수있다

Conversion



4.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것은 소셜미디어 때문이다

소셜미디어가급속하게확산됨에따라서소셜데이터가폭증하고있다

소셜데이터는기업전략과의사결정에중요한분석기회를제공한다

Augmented Humanity
• 최신 정보를 알고 있고
•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있고
• 자신의 불만을 즉시 터트릴 수 있
다.

Social CRM
• 기업광고를 믿지 않
고

• 기능은 덜 중요하며
• 희소성을 추구하고
• 자랑하고 싶어 한다.



4.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 대상은 기업 내부 데이터이다

디지털화촉진, 모바일기기확산, 센서활용증가등이빅데이터발생원인이다

내부데이터가보다중요하다, 또한구조적데이터는여전히중요하다



데이터분석기획서
작성시유의사항

1. 이분석이왜필요한지가명확히설명되어야함

2. 이분석이나의어떤업무에어떻게활용될것인지가명확히설명되어야함

3. 그래서이분석이나의업무에잘활용되면분석을활용하지않았을때보다

업무수행시어떤성과를기대할수있는지설명이되어야함

4. 분석에필요한데이터가충분히고려되어야함

5. 그데이터가가용한데이터인지, 획득이어려운데이터인지도명확히파악

이되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