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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Business / History

Strategical Leader of Bigdata. Socsoft Inc.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활용과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Platform을 통한 Strategical Leader of Bigdata

AI Prediction

Analysis Solution

Blue Ocean Strategy

In&Ex Information

Data Scientist

주요 실적

2019

Data Mart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관련 구축 사업 외
• 의왕시 빅데이터 정책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옹진군 농업보조 시스템 도입 용역
• 영월 관광 빅데이터 분석 용역
•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차 사업
• 빅데이터 분석 연구 용역 사업
• 2019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
•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2019년 세종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
• 충남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용역
• 2019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시각화 개발 사업
• 2019 경기도 지속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 2019년 빅데이터 분석 사업
• 세종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 아산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2019년 고도화 용역
• 수원시 인구예측 빅데이터 분석 용역
• 2019년 남해군 빅데이터 분석 용역
• 행정데이터 공유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 2019년 통영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용역
• 원주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용역
• 김해시 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용역
• 롯데월드몰 샤넬 Foot Traffic 구축
• 화성 데이터로 대시민서비스 구축 용역
• 2019년 김포시 빅데이터 분석 용역
•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
•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제시 내·외국인 관광객 분석 연구 용역
• 2019년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 Win10 Upgrade Project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지 분석 실증
• 남해군 빅데이터 과제발굴 용역
• 2019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8

2017

• 영주시청 빅데이터분석 CCTV 설치 우선지역 선정 용역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확산
• 서울디지털재단 장애인콜택시 지능형 운영체계 알고리즘
개발 및 고객서비스 개선
• 천안시 빅데이터 분석 용역
• 2018년 성남시 빅데이터 분석 용역
• 경상남도 2018 빅데이터 분석사업
• 구리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 2018년 평택시 지속적인 빅데이터 분석사업
• 경기콘텐츠진흥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모델 구축 사업
• 안성시 CCTV 빅데이터 분석 용역
• 인천광역시 인천데이터센터 백업시스템 고도화 사업
•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사업 성과분석
• 2018년 부천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
• 2018년 전라북도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용역
•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상관관계 빅데이터 기반 연구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8년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 2018년 창원시 빅데이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17년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고도화 사업
• 2017년 배치설립지원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사업
• 2017년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사업
• Part homologation management system(BMW Korea)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차) 사업
• 화성시 데이터기반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 2017년 부천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 용역
• 대구광역시 서비스인구 분석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도수정(GIS DB) 지원 사업
• 경기콘텐츠진흥원 2017 지속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용역
•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시스템 확대구축 용역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 천안시 빅데이터 분석과제 용역

2016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 ICT융합 및 스마트환경구축
(빅데이터기반 컨설팅 및 플랫폼개발)용역 2차 고도화
• 충주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생활 통계자료실 시스템 구축
• 시흥시 빅데이터 수집·공유·활용 기반 구축

2015

• 부산도시서비스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ICT융합 및 스마트환경구축(빅데이터기반 컨설팅 및 플랫폼개발)용역
• Area Of Influence구축 (BMW Korea)
• 교육환경.수용설립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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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ata Analysis Platform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행정포털 시스템

빅데이터의 활용과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Bigdata Platform

연계 및 수집 가능한 내·외부 빅데이터 기반에서 조직의 분석지능을 향상시켜 업무혁신을 지원합니다.
Bigdata
Business Model
Platform

* CCTV, 교통 분석, 상수도 누수예측, 일자리 매칭은 Socsoft에서 수립한 모델임.

플랫폼
서비스

Bigdata
Analyze
& Visualization

분석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기반
분석모듈

Bigdata
Platform

CCTV 분석

교통 분석

민원 분석

관광/축제
분석

공동주택 분석

상수도
누수예측

일자리 매칭

골든타임
119

도로관리
모델

지방세 체납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도

외부 시각화(BI)
솔루션과의 연계로
다양한 시각화
및 리포팅

지도상의 위치/밀도 등
직관적 통계/수치가
가능한 지리적 시각화

각종 Chart 및 시각화 그래픽을
통한 통계/수치 시각화

통계분석

공간분석

텍스트분석

커스텀 분석 서비스

상관 분석 / 회귀 분석 / 연관성 분석
기술통계 분석/ 군집 분석 / 평판분석

교차 분석 / 중첩 분석 / 영역 추출
밀도 분석/ network 분석 / 버퍼 분석

텍스트 마이닝
형태소 분석

외부 분석 연계
Data Mart(RDMS)

대용량 데이터
ETL 및 저장소

데이터 수집
및 가공

BIGCY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정의분석
추가가능

대용량 분산 저장소
유동/유입
인구정보

주민등록
인구정보

교통/민원
정보

SNS/
게시판 정보

공공데이터
포털

각종
행정 데이터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가능한
모든 데이터)

수집 정보 정규화 모델 및 전처리 가공

빅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Platform 구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은 하둡 에코시스템 및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DataAccess Layer 및 분석 과제 수행을 위한
Business Layer와 GIS/BI 시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Presentation Layer로 구성됩니다.

Bigdata Application Architecture
Presentation Layer
표현 방법

외부 API 기반 데이터

Data Access Layer

분석 업무

HeatMap

·인구분석
·창업입지분석
ETL
·공동주택분석
·관광지/전통시장분석
·축제분석
·대중교통분석
·CCTV취약지분석
API
·불법 주정차분석
·민원분석

BeeHiveMap
ChartMap
GridMap
GIS 공통 기능
Map Tool 기능
…
API 기능

인구
분석

Data Upload

API

Business Layer

서비스
인구

2D지도/흑백

영상지도

로드뷰 연계

다음지도

표준 데이터
SKT 통신사
유동인구/유입인구

새올전자민원

신한카드 매출
소비패턴 데이터

시민의 소리

Hadoop System Architecture

대중교통
버스승하차 정보
국토부 플랫폼
주거인구
…

콜센터

NH(Marster)

JobTracker

집계

Apache Spark Master
HBase
HDFS NameNode

Shark SQL
Spark Streaming
Mllib
(machine learning)
GraphX graph

NameSpace

형태소 분석
연관 키워드

DN 1(SLAVE)

구지역: 500m*500m 격자

지도통계 키워드

Spark Slave

동지역: 100m*100m 격자

긍정/부정 키워드

HDFS DataNode

시지역: 1km*1km 격자

HBase

JSON / XML/Query

데이터 TXT 파일

Block
Storage

DN 2(SLAVE)
Spark Slave
HBase

DN 3(SLAVE)
서비스 인구 pCell 일단위 데이터
유동인구 pCell 일단위 데이터

Task
TaskTracker

Script

Spark Slave
HBase
HDFS DataNode

HDFS Dat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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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구축 사례 소개

빅데이터를 활용해 효출적 업무를 보조해주는 행정 포털

2017년 구축사례 : 화성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굿컨텐츠인증사업)
설정 기간 내의 집행률 표현(국/부서별)

부서별, 통계목별 수치와 예산집행률 비교

기준일자 이전 10년 인구수 표현 및 상세 수치 표현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차트로 표현

행정동별, 사업구분별 복지대상자 현황분석

콜센터 월별 상담분야 비교

2019년 구축사례 :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
•

데이터 조사 및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데이터 마트 구축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통합민원 분석 및 활용

•
•

빅데이터 컨설팅 등 분석 사업 발굴

•

빅데이터 활용 웹서비스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소방(화재/구조/구급) 분석 지원

생활인구

관광지별 내/외국인 관광인구 분석

Strategical Leader of Bigdata. Socsof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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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축사례 : 세종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
•
•

고수요 데이터 발굴 및 분석과제 도출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도입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
•

데이터 마트 구축

•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운영지원

빅데이터 활용 포털 구축

소비패턴 분석

로컬푸드 분석

축제 이용현황

어울링 이용현황

2019년 구축사례 : 김해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
•
•

김해시 공공데이터, 통계, 내부행정 데이터
내부공유활용 포털 서비스 구축

•
•

통시지표, 통계지표등 데이터 시각화 개발

•

대시민용 대시보드 구축

민원분석, 인구분석등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개발

김해시 빅데이터허브 시스템

SNS 분석

데이터 관리

메뉴 및 컨텐츠 관리

컨텐츠 목록

컨텐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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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축사례 : 성남시 행정데이터 공유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
•
•

데이터 수집·분석·공유 기반 마련
주요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
구축 데이터 확대와 새로운 분석과제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인구 분석

민원 분석

인구 분석_GIS

재정 분석

2019년 구축사례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 사업
•
•
•

창업 및 업종전환, 상권데이터가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한 빅데이터 포털
대시민/정책활용/전문가그룹, 사용자 특성에 맞는 맟춤형 서비스 제공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GIS시각화 자료 및 차트, 그래프, 엑셀 등 다양한 분석 레포트 제공

메인 페이지

창업 신호등

건물단위 상존인구

내점포 분석

상권 보고서

모바일 상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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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사업 구축 사례 소개
자동차세 체납 영치 효율화 분석
2019년 행정안전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구축
데이터 기반의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를 위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영치 실적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증대

•
•

체납자별 출현 지역 및 시간대 등 분석 기반의 영치업무 효율화로 세수입 증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 효율화

산불 감시자원 운영 효율화 분석
2019년 행정안전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구축
산불발생 자원배치 및 운영최적화를 위한 산불감시 최적화 지수를 개발하고
등급화를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의 산불감시자원 배치 정책 수립

•

산불발생 위험 원인 분포를 고려한 산불 감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적인 산불예방정책 수립으로 자원 운영의 효율화

자동차세 체납/영치 운영 효율화
2019년 경기도 지속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증대

•
•
•

체계적인 체납차량 관리를 통한 세입수입 증대방안 고려
체납차량 이동패턴 파악 후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번호판 회수 방안 고려

관광분야(축제) 및 경제분야(로컬푸드) 빅데이터 분석
2019년 세종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
도농상생 복합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방향 제시

•
•
•

분석 과제에 대한 현황분석 /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정의
축제지 방문객 유입인구 및 축제기간 전·중 ·후 매출 변화 분석
로컬푸드 직매장 1, 2호점 이용고객 및 생산물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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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지역성평등 지수, 농가소득 분석
2019년 충남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도정 현안사항 및 취약분야 선제적 정책 수립 지원

•
•
•

자살 현황 분석을 통한 자살 발생 예방 정책 과제 도출
지역 성평등지수 분석을 통한 현황파악 및 지수 개선 방안 제시
농가소득 분석을 통한 저소득 원인 분석

관광객 행동패턴, 소방지원체계 구축, 일자리 및 산업현황 시각화
2019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시각화 개발 사업
분야별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
•
•

이동통신사 및 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정책 방향 모색
소방 인프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마련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 분석 및 일자리 환경 분석을 지원
분석 결과를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에 별도 개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전기차 충전소, 공공와이파이, 대중교통 노선 발굴)
2019년 천안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선진 행정의 선도적 역할 및 정책 신뢰도 향상

•
•
•

천안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기반의 표준화 및 고도화 된 입지선정 분석 적용
노선별, 시간대별, 지역별 합리적인 버스노선 제시
정책 및 민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과제 발굴

청년인구 소비 지출 분석, 표준지가 변동율, 개발구역 실거래가 분석
2019년 아산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아산시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 정책 수립 지원

•
•
•

청년인구의 카드 소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과제 도출
표준지의 용도 및 이용현황에 따른 지가 분석을 통한 정책 과제 도출
각종 개발지역내(고시지역) 실거래가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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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예측 모델 분석
2019년 수원시 인구예측 빅데이터 분석 용역
다양한 인구정책 제시 및 데이터 기반 도시 수원 구현

•
•
•

분석 과제에 대한 현황 분석
인구 예측 모델 분석
자동화 프로세스 구현

고령자 안전 및 이용시설 분석, 공공와이파이 분석
2019년 남해군 빅데이터 분석 용역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 정책 수립 지원

•
•
•

고령자 안전 및 이용 시설을 통한 맞춤형 정책 과제 도출
공공와이파이 분석 및 우선 순위 설치 지역 제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CCTV 최적지 설치 분석 및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
2019년 통영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용역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 정책 수립 지원

•
•
•

최약지수 및 가중치 산출을 통한 CCTV 최종 설치 리스트 도출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 분석 및 맞춤형 일자리 추천 지원
행정동 단위 유동인구 카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생활인구분석 및 관광/축제 분석
2019년 원주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용역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 정책 수립

•
•
•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현황분석과 주민등록/생활인구 분석결과 융합
연령대/시간대/요일/가구유형/행정구역별 생활인구 분석
관광/축제 방문객 유입인구 및 매출 변화분석

08

09

Bigdata Consulting Category

Strategical Leader of Bigdata. Socsoft Inc.

특별 교통수단 분석, 상수도 누수예측 분석
2019년 김포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선진 행정의 선도적 역할 및 정책 신뢰도 향상

•

특별 교통수단 분석
- 표준화된 특별 교통수단 분석 적용

•

상수도 누수예측 분석
-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 적용 분석

내 • 외국인 관광산업 분석
2019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제시 내•외국인 관광객 분석 연구 용역
지속적인 관광 정책 수립

•
•
•

거제 지역 내 내·외국인 소비규모 및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변화 분석
축제지 방문객 유입인구 및 축제 기간 전·중·후 매출 변화 분석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인구 분석, 관광지 선호 분석

빅데이터 입지(태양광, 전기차충전소) 분석 실증 사업
2019년 대구시 빅데이터 입지(태양광, 전기차충전소) 분석 실증 사업

•
•
•
•

햇빛지도(대구시 일사량 지도) DB 구축
태양광발전 시뮬레이션 분석
전기차충전소 입지분석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일사량 데이터를 이용한 그늘막쉼터 분석 컨설팅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2018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빅데이터와 GIS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보육 서비스 강화 및
보육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최적화 모델 분석

•
•
•

보육시설 서비스 현황 및 수요 분석
국공립 보육시설 사각지대 및 취약보육 대상 분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최적화 방안 도출

Strategical Leader of Bigdata. Socsoft Inc.

Bigdata Consulting Category

10

공공 와이파이 우선 설치 지역 도출
2018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우선 설치 지역을 도출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향상과 통신비 절감에 기여

•
•
•

공공 WiFi 현황 및 주요 변수 파악
변수 중요도 선별 및 모델 적용
최적의 설치 장소 선정

수출입 공급망 상관관계 분석
2018년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상관관계 분석 모델
수출입 공급망의 당사자간 위험패턴 분석 및 위험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해
수출입 공급망 분석의 기반 마련

•
•
•

수출입 공급망 사전 대응 체계 수립 기초자료 작성
신규 법규 준수도 측정 체계 방안 마련
지역별/품목별/시기별 우범적발관리

장애인 콜택시 알고리즘 개선
2018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장애인 이동서비스 개선 및 수요기반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
•
•

장애인콜택시 배차 개선 알고리즘 개발
수요예측 및 차량운영효율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인력, 차량 배치 및 권역별 차량 운영효율화 방안 도출

지방세 체납 분석
2018년 평택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지방세 체납정보를 분석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효율적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
•
•

내·외부 데이터를 이용한 체납자 및 체납 유형 파악
주요 세목에 대한 회수가능성 모형 개발
민생 경제(인구, 복지, 지역 격차 해소, 부동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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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와이파이)기반 스마트 축제분석
2018년 iOT기반 축제 방문객 특성 분석 및 축제 이미지 분석

•

축제 방문 관람객 분석
- 축제 방문 관람객 분석 (성별, 연령대, 거주지, 재방문횟수 외)

•

프로그램별 주 관객층 및 이동동선 분석
- 프로그램별 방문 관람객 분석(성별, 연령대, 재방문횟수별)

•

축제 홍보전략 수립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SNS 빅데이터 분석 및 축제 브랜드 가치 분석

생활 경제 현황 분석을 통한 공공서비스 분야 도출
2018년 생활 경제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도출

•
•
•
•
•
•

지역(행정동) 및 주요 거점별 연소득 및 가처분 소득 분석
소비 및 경제활동 관련 분석
대출 및 신용등급 분포 분석
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자 현황 분석
직업(자영업자 및 근로자) 분포 및 자가-직장 출퇴근거리 분석
지역·소득·신용등급 별 지방세 체납 현황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동향 모니터링 서비스
2018년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

청와대 일자리 경제 현황 모니터링 및 서울 소비경기지수 등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경제동향 모니터링 서비스 증가 추세

•

상시 경기모니터링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변화 및 특성 분석
2018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 규모 분석 및 성장 • 쇠퇴 등 변화 분석

•

창·폐업 변화 : 주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관심지역과 분석 지역 내 점포의 창업,
폐업 변화를 분석하여,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식음업종 구성의 변화 : 한식, 커피, 주류 등을 세분화된 식음업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분석 지역의 상권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rategical Leader of Bigdata. Socsoft Inc.

Bigdata Consulting Category

12

민생경제 분석
2018년 민생경제 빅데이터 분석 모델
지역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기존 행정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

•
•
•

민생경제 분석에 적합한 국내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모델 설계
행정통계 및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한 결과 검증
분석결과 웹사이트 게시를 통한 제공

인구 증감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인구정책 수립
2018년 인구 증감 분석을 통한 행정동별 특성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
•
•
•
•

지역(행정동) 및 주요 거점별 인구 증가 및 감소 분석
전입·전출 이동, 전입 전 거주지 분석
청년인구, 노인인구 변동 분석
청년인구 경제활동 및 소비행태 분석
혼인, 이혼, 출산, 사망 동향 분석
지역별 장애인(유형별, 등급별) 등록 인구 분석

상수도 관로 누수위험도 예측 표준모델
2017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
•

상수도 관련 유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표준분석모델을 정립
상수관로 및 누수현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수관로의 누수 위험도를 분석 및
신설 및 교체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 지원

•

기존 환경부 노후도 평가지표나 누수 발생에만 의존하던 상수관로 교체 업무를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예측 기반의 의사 결정으로 전환

•

상수도 누수 관련 민원 및 타 기관 요구 등에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

지역기업-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모델
2017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

단순한 구인·구직 광고에 의한 취업은 만족도가 낮아 쉽게 이직 및 실직으로
연결되며, 취업상담사 또한 일자리 추천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고충
과 부담감이 큼

•

일자리생명지도 기반의 구인/구직 상담업무 수행으로 상담 역량 제고 및 상담
신뢰도 상승

•

일자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일자리 분석모델로
자치단체에 확산 보급시 고용안정성 실현에 기여 및 정보 미스매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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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골든타임 빅데이터 분석
2017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시간대별 지역별 골든타임 취약지역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운전소요시간 : 검증대상 시설물 위치까지 119 안전센터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동시출동 접근성 : 사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안전센터의 응급구조 차량 부재시
인접 안전센터에서 대응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지연도착 가능성 : 기존 출동이력 비교 시 예상 운전 거리에 비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판별해 낼 수 있습니다. (2분 이상 추가 시간 소요 여부)

CCTV 취약지역 및 우선설치 최적지 분석
2016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
•

CCTV 취약지역 및 우선 설치지역 분석을 통해 지자체 치안/안전 정책 수립 및 실행

•
•
•

CCTV 설치관련 민원이나 타 기관 요구 등에 객관적 근거로 설명이나 대응이 필요

CCTV 설치지역 결정을 설치 민원, 담당자 경험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으로
전환
CCTV 설치관련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한 의사결정 기반 필요
민원이나 범죄 발생 이전에 선제적인 CCTV 설치로 사회 안전망의 강화 필요

대중교통(버스) 이용패턴 및 운행정보 분석
2016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
•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정책 결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으로 전환

•
•
•

월별, 시간대별 등 시계열적인 버스 이용 현황을 통한 탄력 배차, 증차 등 필요

대중 교통 사각지대와 이용 인구 과다 노선 파악을 통한 노선 신규 또는 개편
필요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제거 및 교통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실현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현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2016년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

공공 데이터 활용 입장객 통계 분석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이 제공하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및 관광지점 유형(KS 기준)을 이용하여 지역 관광 현황을 분석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 소비 분석 : 민간데이터(외국인 카드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핵심소비 외국인의 연도별 소비 변화 현황과
최근 3년 대비 주목해야 할 외국인 소비 분석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규모 분석
- 특정 국적별 주요 방문 관광 지점 분석 : 민간데이터(외국인 로밍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국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지점별 방문 규모 분석

Strategical Leader of Bigdata. Socsoft Inc.

빅데이터 과제 발굴 사업 소개

Certification / Partner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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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업인증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컨설팅 용역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

지자체 현안 사항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책 지원

•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및
주요 이슈 해결 지원

•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토대
마련 등

※ 2019 남해군청, 천안시청, 충남도청
2020 여주시청, 인제군청

데이터 공급사

레퍼런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특허증

굿콘텐츠 인증서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서

에쓰오씨소프트(주)
Office
Tel
Fax
Site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704호(구로동, 한신IT타워)
02-2108-7211
02-2108-7215
www.socsof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