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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 Machine Learning
김동현(Ryan Kim)



More then 500 brands sold in diverse channels (Supermarket, Convenient Stores, 

Traditional Trade)

However with exact same business questions like other Manufacturers

- Where to Sell

- What to Sell

- How to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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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Fact :-

데이터 사이언스 실패율 87%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지만 데이터 분석조직
성공률은 37%에서 3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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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Ma vs Elon M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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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자신보다더뛰어난것을만들지
못한다고로 AI는인간을뛰어넘지
못한다“

“총명함은경험에의해만들어진다. 

컴퓨터는똑똑할수있지만인간같은
경험이없기때문에인간보다뛰어나지
못한다＂

“AI가미래직업들을아무의미없게만들것이다“

“최종적으로 AI를프로그래밍하는직업만
남을것이고, 언젠가는 AI가스스로프로그램
할것이다“

“기술이우리가이해하는속도를뛰어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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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걸 알았지“

“내가 딱 보니까 이 사업은 될 것 같더라고“

“동물같은 감각으로 투자해서 지금껏 성공해 왔다“

“인간과 기계의 다른점은 직관이라는 부분이다”



Why we a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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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및 머신러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식

• 빅데이터/머신러닝이란?

• 전통적인 분석 방식과의 차이점

•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

• 조직 및 고려사항



빅데이터란? 혹은 왜 갑자기 빅데이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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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 Vs:

• Volume, Velocity, Variety, Veracity

단순하게 일반적인 컴퓨터나 랩탑으로 다룰 수 없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정의

Increase in computation capabilities Decrease in storage cost



머신러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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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학습하여 원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인간이

경험에 의해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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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does not necessary mean Advanced Analytics
Advanced Analytics does not necessarily need Big Data

However if you combine both, you will surely get massive quote

1.월간 매출 리그레션 모델 만들 수 있을까? 500만원
2.머신러닝이 유행이라는데 머신러닝 적용해 보는건 어떨지? 2천만원
3.요즘 빅데이터 해야한다는데 빅데이터도 적용하자고. 2억



인간의 학습

10

“사과야. 겉이 빨갛고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하얀 살이 나와. 먹어도 돼“
“입에넣지마. 그건 플라스틱 리모컨이야. 먹는거 아니야”

예측 상세하게 왜 먹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수록 아이는 똑똑해 집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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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가 플라스틱 입니까?

No Yes

빨간색입니까?

Yes No

사과

나는 비위가 좋습니까?
No Yes



머신러닝의 학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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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학습)

•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문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Validate

(검증)

• 학습시키지 않은 데이터로 모델을 검증합니다

Predict

(예측)

• 검증을 통과한 모델로 필요한 예측을 합니다



머신러닝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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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사과
바나나
귤
리모컨
오렌지
푸딩

Train Data

(70%)

사과,바나나,귤,리모컨

Test Data

(30%)

오렌지,푸딩

머신러닝모델

검증

머신러닝모델 예측하고싶은
데이터
듀리안

머신러닝모델

먹어도됨/안됨

학습

검증

예측



Classified - Confidential

Simple Case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분석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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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닉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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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고에서 누가 생존할 수 있을지 예측 할 수 있을까요?

Name Age Gender Result

Jon Doe 45 Male Dead

Peter Simpson 32 Male Dead

Jack 23 Male Dead

Rose DeWitt 

Bukater

22 Female Survived

Passenger List



기존방식 vs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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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ge Gender 나이_짝수 Count_A_

Character

Count_B_

Character

+100 of 

random 

features

Result

Jon Doe 45 Male 0 0 0 Dead

Peter Simpson 32 Male 1 2 0 Dead

Jack 23 Male 0 1 0 Dead

Rose DeWitt Bukater 22 Female 1 1 1 Survived

Algorithm driven random feature generation

머신러닝

기존 분석 방식

1. 가설 : 여자와 어린이들 먼저! 여성과 어린이의 생존율이 높을것이다
2. 검증 : 여성의 생존율 70% vs 남성 30%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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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 모델이 92% 정확도로 생존자를 예측

• 생존에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진 속성은 이름에 포함된 특정 캐릭터

블랙박스 Issue
이 모델은 사용 가능할까요?



Truth Behind – Actually goo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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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과 연관성이 있는 캐릭터= SPACE

• 머신러닝 모델이 이름에 공백이 많을수록 생존확률이 높다고 예측

JackRose DeWitt Bukater

머신러닝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스스로 학습하고 연관성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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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t big data? No
Was it advanced analytics? Yes



So, what’s in it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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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uitition based decisions 
with limited data resulting in
different outcomes

Business Drivers stays the SAME

Where to Sell How to SellWhat to Sell

BEFORE NOW

Algorithm:
Excel based methodologies 
with unknown accuracy

Results:
One-size-fits all goals

Data:
Holistic view of outlets & consumers with mass data

Algorithm:
AI / Machine Learning based accurate & granular predictions

Results:
Capturing maximum growth at each location

머신러닝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만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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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Problem

만약 싱가포르에서 자판기
10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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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자판기 회사의 사장으로써

1. 자판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지역 전문가들(오챠드,우드랜드, 부킷티마..)에게 20대씩 할당

2. 어떤 제품들을 팔 것인가?

-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경험에 따라 적합한 제품 선정(ie. 학교 근처에는

건강한 주스, 골프장 근처에는 에너지 드링크)



사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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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에 40만개 자판기 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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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next

조직 및 고려사항



Consideratio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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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ed 
Organization 

& infra

Analytical 
Culture

Right 
business 
Issue to 

solve



Right Business Problems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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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수식화 하고 영향을 주는 각 단계를 정의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의



Analytical Culture &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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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Predictive Analytics은 BI의

최종 단계입니다

근간이 되는 Descriptive Analytics와

Systems of Record없이는 조직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Advanced

Predictive 

Machine Learning

Descriptive Analytics

Clear, accessible insights

Systems of Record

Transparent, accessible data that 

everyone agrees with



Skill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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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ake In-house Org?

• 정보의 속성 – 정보는 나만이 알고
있을경우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 만들어진 모델의 소유권은 주장 할 수
있으나 외주 업체엔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방식＇ 이 남게 됩니다

• 교육방식이 있을경우 얼마든지 유사한
모델을 재생산 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대한 신뢰와 Sustainability



Infrastructure
가장 중요한건 데이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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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arehouse
데이터를 담는 ‘어항’
최근에는 Microsoft등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입주＇
하는 식으로 사용

물 = Data
분석할 데이터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
물을 채우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ie. 지금부터 상세한 3년치 데이터를 쌓는데는 3년이
필요합니다.

Analysts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팀



Data Dat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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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다 있어 (왜냐하면 주간보고/월간보고서를 누군가 정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고급 분석을 위해서는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라 매우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수도/없을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 구글/페이스북이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구글/페이스북이 보유한 ‘속성’ 이 아닌 가장
중요한 ‘비지니스의 결과＇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비지니스 문제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취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Again - Jack Ma vs Elon M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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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자신보다더뛰어난것을만들지
못한다고로 AI는인간을뛰어넘지못한다“

“총명함은경험에의해만들어진다. 컴퓨터는
똑똑할수있지만인간같은경험이없기
때문에인간보다뛰어나지못한다＂

“AI가미래직업들을아무의미없게만들것이다“

“최종적으로 AI를프로그래밍하는직업만남을것이고, 

언젠가는 AI가스스로프로그램할것이다“

“기술이우리가이해하는속도를뛰어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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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