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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Liebowitz

요  약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는 눈부시게 증가했다. 이러한 빅데이

터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양상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우선 실증분

석 기반 의사결정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교육 데이터 마

이닝과 학습분석은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실천 차원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려는 모든 기관

이 논의하는 공통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

한다.

주제어  학습분석/빅데이터/교육데이터마이닝/직관/의사결정

빅데이터 시대

많은 분야에서 조직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Jagadish 등(2014)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많은 부문이 데이터 기

반 의사결정 모델로 옮겨 가고 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 핵심 비즈니스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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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부 빅데이터

으로 생산되는 대규모의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p. 86).   

의료, 교육 같은 분야에서도 연평균 35%씩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Liebowitz, 2013, 

2014a, 2014b). SAS연구소는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수요가 2017년까지 2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는 2017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최고 정보 책임자보다 많은 시간을 IT 업무 수행에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Gorenberg, 

2014).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 사이에서 횡단 채널의 영향cross－channel influences을 최대

한 높이려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용 분석 어플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예：OptiMine). 

또한 기업의 고객관리 측면에서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와 대화 빈도를 높여주는 분석 

어플(예：FollowAnalytics)도 나오고 있다(Gorenberg, 2014). 2010년 데이터를 분석한 ‘2014

년 소매업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소매업 대표의 96%가 빅데이터는 자신의 경쟁력 유

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어느 분야든지 빅데이터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 분야도 다르

지 않다. Lane(2014)은 그가 저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대학 만들기’에서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학생성공지표student success measures, 재학률, 학업 성과 등 어떤 

교육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학 기법과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빅데이터라는 바다를 항

해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애버딘 리서치 그룹The Aberdeen Research Group은 200개 이

상의 소매업이 참여한 ‘2014년 소매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조사’에서 일반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바뀌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1) 데이터 통합과 정제 도구

의 활용, (2) 데이터 집계 및 불량 데이터 제거, (3) BI 어플 발전 프로세스 정립, (4) BI 사

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설(이런 이유로 많은 조직이 BI 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어느 기업이 최우수 기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1) 예외 보고exception reporting 개선, (2) 성과 측정과 추적을 위한 스코어보드 활

용, (3) 모든 채널에서 데이터, 대시보드, 리포트의 실시간 업데이트. 물론 대학들도 여러 

방법으로 이러한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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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분석 기술, 최근 동향 및 향후 연구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분의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BI 분석의 개념적 틀

어떤 분야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려면, 후속 검증 및 타당화를 위해 ‘BI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서도 BI 분석에 필요한 개념적 

틀이 제시되지 않았다. Liebowitz(2014c)는 BI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와 여러 성공 사례를 

종합해서 <그림 2.1>과 같은 개념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어느 조직이든 BI 분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와 IT 촉진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BI 분석이 성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BI 실천 요소도 있다. 이 개념적 틀

1. 역자 주：SoW(share of wallet)는 소비자 총지출 중에서 경쟁사 제품 대비 자회사 제품 구매에 들인 돈의 비율이다.

비즈니스와 IT 촉진 요소(IT Drivers)
 ●  더 빠르고, 많은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 혁신성
 ● SoW1 증대
 ● 전자상거래 확대
 ● 데이터 사일로 제거
 ● 데이터 질 제고
 ● BI 도구의 질과 접근성 제고
 ●  빠르고 적절히 걸러진 BI 활용

BI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BI 분석 전략
 ●  시장 점유율 확대
 ●  고객 가치 제고
 ●  위험 관리 역량 제고

BI 성공 요소(BI Success Factors) 
 ●  데이터의 질
 ● 사용자 접근성
 ●  의사결정 문화(융통성과 위험 감수)
 ● 가치 창출 행동
 ●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영향력 검증 체제

BI 실천 요소(BI Enablers) 
 ● BI에 대한 신뢰 제고
 ● 고객과 비즈니스 중심 사고
 ● 적극적 데이터 활용 문화
 ● 데이터 관리 전략
 ● IT/쉐도우 시스템과의 균형
 ● 후원 시스템
 ● 자금 조달
 ● 전문성

BI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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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부 빅데이터

은 BI 분석을 통해 가치를 도출하는 데 쓰이는 BI 성공 요소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은 조직의 전략을 바탕으로 BI 로드맵(통상 3년)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비록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개념 틀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적응 학습 및 코스웨어와 교육데이터마이닝

적응 학습 및 코스웨어, 교육데이터마이닝educational data mining, EDM은 최근 몇 년간 지속

적으로 발전해 왔다(Chen, Chiang, & Storey, 2012; Siemens & Baker, 2012). 여기서 적응 

학습은 종종 개별화/맞춤형 학습, 적응형 코스웨어,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과 동일시되곤 

한다. Grubisic(2013)은 최근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

닝과 관련된 적응 학습은 적응에 대한 ‘WHERE－WHY－WHAT－HOW’와 관련이 있다. 

이는 적응형 시스템WHERE, 적응목표WHY, 적응초점WHAT, 적응방법 및 기술HOW에 해당

한다. 그는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코스웨어 생성, 코스웨어 배열, 

자동 코스웨어, 동적 코스웨어, 적응형 코스웨어 또는 코스웨어 자동 생성을 다루는 5,924

개의 문헌을 탐색했다. 전체 문헌 중 21%는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 적응

형 이러닝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시적 적응과 거시적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

다. 먼저 거시적 적응은 실제 교수－학습 활동에 앞서 발생하는데 학생의 인지 역량에 대

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러한 정보는 다시 학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무엇

이 가장 적절한 학습 환경이고 교수 행위인지를 도출한다(Grubisic, 2013). 

다음으로 미시적 적응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면, 학

습자의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서 학습과 관련된 접근 방법도 다양해진다. 이는 ‘개별화 학

습’personalized learning으로 이해되고 있다. Garrido와 Onaindia(2013)에 따르면, 앞으로 이

러닝이 당면한 도전적 상황은 적절한 학습 목표의 선택, 여러 학습 목표 간 관계 정의, 학

생의 교육 수요, 목표 및 배경에 부응하는 학습 순서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서 그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별화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목표 조합 기법을 발전시

켰다. 그들은 개별화 학습 코스를 만들기 위해 메타데이터 레이블링과 인공지능 기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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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및 스케줄링 매핑 기법을 활용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교육데이터마이닝은 적응 학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학업 성

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 학업 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Romero, Ventura, Pechenizkiy, & Baker, 2011). 예를 들어 메릴랜드대학교 

학부대학과 크리스거 재단Kresge Foundation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첫째 또는 둘

째 학기에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찾아내고 그들이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Pena－

Ayala(2013)는 2010년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출판된 교육데이터마이닝 관련 논문을 분

석해서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학습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또는 처방적 접근도 교육데이터마이닝과 관련이 

있다. 미래 추세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교육데이터마이닝 모듈은 교육 시스템 설계와 연

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교육 환경에서 빅데이터와 학습분석이 더욱 중요해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술

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데이터마이닝은 사회연결망의 발전, 웹과 텍스트 마이닝, 가상 

3D 환경, 공간 마이닝, 시맨틱semantic 마이닝, 협동학습, 빅데이터 설계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Pena－Ayala, 2013).

데이터마이닝 및 통합 사례： 

편입생의 성공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와 일반대학 파트너십 프로젝트

메릴랜드대학교 학부대학은 세계적으로 9만 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하는 온라인 교육기관

이다.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는 메릴랜드대학교 학업지원센터로부터 약 3km 거리

에 위치한 대학이다. 3만 7,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한다. 

몽고메리대학교는 메릴랜드대학교 학부대학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3만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세 대학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우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특히 프로젝트의 대상은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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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부 빅데이터

칼리지에 등록했다가 메릴랜드대학교로 편입한 직장인 학생들이다. 메릴랜드대학교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크리스거 재단으로부터 3년간 12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교육 데이터 마

이닝을 수행하여 학생 성공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수행했던 연구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커뮤니티 칼리지 등 협력 파트너들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학생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통계 분석과 데이터마이닝 결과를 활용한 학생 성공 예측 모델 수립

 ▒ 대학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학생 프로파일 및 실천 모델 수립

 ▒ 재학률과 졸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적 및 도출

구체적으로 대학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프린스 조

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메릴랜드대학교 학부대학으로 편입한 1만 1,000명의 학생과 몽

고메리대학교에서 편입한 1만 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 데이

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대학 간 데이터 교환 체제가 다음과 같이 구축되었다.

 ▒  우선 데이터 공유와 개별 학생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다. 크리스거 

재단과 메릴랜드대학교 학부대학이 지원하는 4명의 연구자 외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

속이 제한된다.

 ▒  메릴랜드대학교 학부대학으로 편입한 학생들이 남긴 코스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절

차를 밟아서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공급받는다.

 ▒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오라클 엑사데이터Oracle Exadata가 있는 메릴랜드대학교 학부

대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수강 코스, 온라인 수업 활동 등과 관

련된 수백만 개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는 교육데이터마이닝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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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SPSS
모델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
표준 방법론

(CRISP－DM) 

조사도구와 분석 방법

교육 정보 시스템

학생

상호작용
수업

교과목교수

수업 모듈

PeopleSoftGoldmine/CRM

WebTycho

데이터

적용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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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부 빅데이터

와 데이터세트에서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상에서와 같이 데이터마이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

생들이 편입 전에 보여준 수강 신청 관련 행동들은 편입한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것

이 본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비타스Civitas 파일럿 조사를 분석하면 프로그램 시작 후 8일 이내

에 메릴랜드대학교 학부대학으로 편입한 학생이 대학 생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나갈

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데이터 시각화와 비주얼 애널리틱스

그림 한 장이 천 마디 말보다 가치가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일반 회사의 CEO든 대학 총장

데이터 유형

교실 활동 인구학 정보 재등록

이전 학기 성적 학자금 재정 보조 대학 자원 활용 현황

첫 학기 수강 교과목 학내 상호작용 정보 평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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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데이터 분석 결과는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되길 원한다. 데이터 시각

화는 특히 경영자들이 빅데이터와 분석학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

게 도와준다. 최근 유행하는 태블로Tableau 소프트웨어 같은 경영진용 대시보드는 데이터 

시각화 기법의 하나이다. 

앞으로 교육 빅데이터와 분석학 영역에서 성장할 분야는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

tics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분석학을 주도하는 SAS는 가장 최신 기능을 

가진 SAS 비주얼 애널리틱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다. <그림 2.5>는 학생에 대하여 

SAS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분석한 사례를 보여준다. 하지만 독자들은 정적인 그

림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호작용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은 오랫동안 학생의 성적과 학교 급식의 관계를 비교한 학교구 차원의 평가 

대시보드를 위해 태블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례이다.

지난 수년 동안, 비주얼 애널리틱스 분야에서 많은 연구 주제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Thomas와 Cook(2006)은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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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부 빅데이터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이해

 ▒ 시간과 공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 틀 제공

 ▒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며, 종종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

 ▒  구체적인 행동을 지원하면서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용자 또는 과업 지향의 

시각화

 ▒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다차원 데이터의 추출 지원 

 ▒  비주얼 애널리틱스 관련 연구 활동을 실질적인 분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R&D 회사

가 해야 할 과업

－ 새로운 비주얼 애널리틱스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정보 수집 최소화와 익명화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포함한 보안 및 정보 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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