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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기획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기획연구의 최종목표
◦ KIOST 해양연구 주제별 분류/예측과 활용,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창의력 기반 해양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2. 기획연구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요구 및 시도 증대

   -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위한 IT 
기술 발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요구 증대 등으로 빅데이터가 미래가치 창출의 
화두로 급부상

   - 전 세계적으로 환경, 경제, 노동, 정책, 산업 및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사회문제 해결, 미래가치 창출, 위기관리, 경쟁력 확보 등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높은 IT기술 수준과 정부3.0 구현 방침에 입각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구축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 
사례가 제시되고 있음

◦ 기존 연구 등에서 얻어진 해양연구 분야별 해양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정리가    
미흡하고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대용량 자료정보활용 시스템 구축 미비

◦ 기존의 방대하고 다양한 해양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인 융합분석 기술개발이나 인공지능  

   활용 기술 개발 초기 단계  

◦ 빅데이터 기반 연안지형 변동요소 정성·정량화 기술 개발을 통한 예측기술 향상

◦ 드론 및 수중 글라이더 등의 최신 무인탐사체 활용 및 운용을 통한 대용량 자료 생산  
기술 개발 필요

◦ 무인탐사 장비와 관측센서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대용량 해양관측 자료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및 해석 기술 개발 필요

◦ 안개특보 정확도가 2010년 56.9%에서 2014년 34.3%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방대한 
해양 및 기상관측자료(빅데이터)의 확보와 이를 통한 해무예측 기술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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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표류체 이동 예측의 정확도 향상으로 수색구조 및 유류유출 상황 시 해경 등의 
방재활동 지원 

나. 경제산업적 측면

◦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해양의 예측기술 개발을 통한 4차산업 리딩

◦ 해양환경 변동 예측 정확도 향상을 통한 미래 경제 및 산업 계획 효율성 증대

◦ 해양무인탐사 기술개발을 통한 탐사의 효율화 기여 

- 국내 무인기 시장규모는 군용 및 민용 분야로 확대되어 2016년 이후 15년간 1조 
6,200억원으로 성정할 것으로 전망됨

◦ 대용량 자료 전송 및 처리와 자료 가시화와 관련된 ICT 및 컴퓨터 관련 산업 확대 기여 

라. 사회문화적 측면

◦ 해양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

- 일반화물선 간 충돌 사고 시나리오의 경우 400억원 사고 비용 절감(KMI, 2013)

- 안전한 해양스포츠 활동 보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군․경 해상작전 지원에 따른 안보 강화로 사회 안전에  기여

-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등 시정불량 및 
노면상태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추세

- 물류 증가에 따른 항해선박, 연안 도로의 차량, 항공기 안전에 필수 정보로써 안개/해무 
예측기술 필요

- 해양 기인 해무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안전한 교통을 위한 선제적 연구 
필요

◦ 해양 선박 및 실종 사고 상황 시 정확한 예측지원으로 인명피해 저감  

◦ 해양안전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대국민 해양 재난, 재해 대응 필요

-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태풍 및 해일 등의 해양재해 사고와 피해규모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미국의 경우 약 120조원: FEMA, 2013), 캐나다의 경우 
ONC(Ocean Networks Canada)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진행해 오면서 해양관측망을 
외해에 설치하고 동시에 IBM과 같이 13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분석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일이나 다른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해무는 해상충돌 사고의 최대 원인(약 23%), 전체 해난사고의 13%(‘04～’06). 한국 
화물선(골든로즈 호)과 중국 컨데이너선(진생호) 충돌 후 우리화물선 침몰(‘07.5.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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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발생, 고흥 나로2대교 교각과 쾌속선 충돌(‘12.4.24)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은 해무가 가장 빈발한 황해 중부해역에 위치하여 항공기 지연의 
최대 원인(약 62%), 결항의 원인으로는 태풍(43%)에 이어 두 번째(40%). 해무로 
서해대교 29중 충돌(‘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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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사례 및 기술 동향

제 1 절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외 정책 동향

◦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빅데이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빅데이
터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윤미영, 2013)

- 미국은 국가 당면 과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원천으로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파악
하고, 빅데이터로의 새로운 지식과 인사이트를 분석, 추출, 획득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공공부문의 정보공유 및 활용에 따른 가치창출을 
데이터 공개·공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빅데이터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평가하면서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가. 미국 : 정부 주도의 전략 추진 및 정부 서비스 혁신

◦ 2013년 3월 미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정책실은 국가차원의 범부처가 참여하는 2억 달러 
규모의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D Initiative)’를 발표함

-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는 빅데이터 핵심 기술 확보, 사회 각 영역에 활용, 인력 
양성의 3가지 측면을 중점 추진함

- 기술 측면에서는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공유를 위한 핵심 기술의 최첨단화를 
추진하고, 활용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가속화, 국가안보 강화, 교육의 변화를 위한 기술
로 활용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 미 과학기술정책실은 Federal Networking and IT R&D (NITR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연구개발 조정, 이니셔티브 목표 확인 등을 위해 빅데이터 협의체인 ‘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BDSSG)’를 구성함

- 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은 빅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발전 및 관련 기관 협조·서비스 발굴, 
연방정부 데이터 관리, 인력 및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데이터 수집·저장·보존·관리·분
석·공유와 관련된 핵심 기술의 최신성 유지에 주력

- 빅데이터 관련 부처 간 연계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하고, 실현이 가능한 
협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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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연구 및 의료, 교육, 지구과학 등 빅데이터 활용 효과가 뛰어난 분야의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 8개 연방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그림 1] 미국 빅데이터 R&D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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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주요 내용

국방부

-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을 위해 군사관련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연간 2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향후 신규 프로그램에 6,000만 달러 추가 지원 예정

-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및 상황인식 능력개선을 
위해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 빅데이터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 경진대회 개최

방위고등
연구계획국

-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 영상 데이터 처리기술, 데이터 암호화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국가 위협 및 

안보 요소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지질조사원
- 지구시스템 과학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존 웰시 파월 분석종합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구과학 시스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구과학의 혁신 도모
- 향후 기후변화, 지진발생률, 차세대 생태계 지표 등에 대한 이해 증진방안 모색

국립보건원
- 게놈 프로젝트 데이터의 아마존 무료 공개 등을 통해 신경과학 연구 및 생리학 등 

다양한 빅데이터 핵심 기술 개발
- 영상, 세포, 분자, 전기생리학, 화학, 행태, 전염병학, 임상, 기타 건강과 질병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개발

국립과학재단
-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과학 및 공학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 대규모의 분산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시각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개발 추진

에너지부

- 진보된 컴퓨팅 파워를 통한 과학적 발견을 위한 빅데이터 연구개발 추진
- 2,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확장형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 기관(Scalable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Visualization Institute)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국립 연구소와 7개 대학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점차 복잡해지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 개발 추진

- 미생물학·식물학 등과 관련된 연구 데이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연구 설계에 
따른 향후 결과 예측치까지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KBase’ 운영

미국항공
우주국

- 우주 개발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의 공유 및 사용자 맞춤형 상품 검색을 위한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 주요 빅데이터 프로그램
 ・첨단정보시스템 기술(Advanced Information System Technology; AIST)
 ・지구과학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Earth Science Data and Information System; 

ESDIS)
 ・전 세계 지구관찰 복합시스템(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
 ・행성 데이터 시스템(Planetary Data System; PDS)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다중미션 기록보관소(Multimission Archive at the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 MAST)

미국해양대기
관리청

- 미국해양대기관리청과 국립기상청은 50년 전부터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측·예보 시스템 구현

- 매년 30페타바이트의 신규 데이터를 관리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부표 등에 장착된 
센서에서 매일 35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복잡하고 정확도가 높은 예측 
모델링 결과를 국립기상청에 제공

[표 2] 미국 주요 부처별 빅데이터 프로젝트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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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 정보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 중심의 정책

◦ 영국 정부는 데이터를 ‘사회와 경제 성장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원자재 및 연료’로 정의
하고, ‘영국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오픈 데이터 전략을 추진 중임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는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해 2012년 3월 ‘데이
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함

- 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내각사무처를 비롯한 각 부처의 ‘오픈 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전략의 수정·검토를 수행하는데 데이터 공개여부 판단,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발굴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활용 등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의 접근 개선과 활용을 위해 일관성 있는 데이터
의 제공 및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오픈 데이터 사용자 그룹, 기상 및 지리정보 사용자 그룹 등을 구
성하고, 공공 데이터 그룹(Public Data Group)과의 협력 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데이
터 전략위원회 의장 및 데이터 재사용자, 기상 및 지리정보 사용자 그룹 대표, 지역정보
협회 등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 영국 데이터 전략위원회 조직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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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추진전략

◦ 일본 정부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분석 함을 통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십조 엔의 데이터 활용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사회 현안 해결
을 위한 데이터의 가치를 재평가함

- 일본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에서 독립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R&D를 추진해왔으나, 최
근에 총무성을 중심으로 산·학·연 참여를 통한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재구축함

- 이를 위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 ICT 기본전략위원회에
서 빅데이터 활용특별부회를 운영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
한 활동들을 추진함

◦ 빅데이터를 포함한 일본의 강력한 정보화 정책에 대한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새로운 조직인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을 신설함

-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은 내각관방 내에 설치되었고, 일본의 효율적인 IT 정책과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운영 중임

- 특히 클라우드와 모바일, 빅데이터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
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 빅데이터 활용특별부회는 2012년 5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여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액티브 재팬 ICT(Active Japan ICT) 전략’에 
최종 반영됨

- 2012년 7월에 총무성이 발표한 차기 ICT 전략인 액티브 재팬 ICT 전략은 5개의 추진전
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빅데이터 이용과 활용에 의한 사회·경제 성장을 위해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3] 일본 빅데이터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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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위한 7대 추진 과제

2. 국내 정책 동향

◦ 우리나라 정부는 선진 주요국의 빅데이터 전략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과의 수준 격차를 
줄이고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안)(2011년)’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발표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2013년)’까지 단계별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시장 창출에 주력함

-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주요 방안(2012년)’에서는 신규 서비스 발굴·빅데이터 지원센터 
설치･전문 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등 제도 개선에 있어 정
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및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2013년)’에서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포괄한 종합
적인 산업 육성전략으로 시장 창출 지원 2배 이상, 핵심기술 개발 7개 분야 선정, 고급
인력 양성 5천명 이상, 글로벌 전문 기업 10개 육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치가 설정되고 시장 창출 및 확대, 산업 육성 기반 확대,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의 세부 전략을 수립함

-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201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 빅데이터 사업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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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사업, 6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체계, 특허정보 DB, 빅데이
터 플랫폼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SW컴퓨팅원천기술개발, 차세대 대용량 처리 기술개
발 등의 R&D 사업이 포함됨 

-  또한 정부는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부처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인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음

시점 관계부처 빅데이터 산업 정책

2011년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수립·발표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2012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발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빅데이터 정책 주도

2013년 10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빅데이터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현, 빅데이터 전략센터)’를 개소(2013년 10월 24일)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발표(2013년 12월 11일) 발표

[표 3]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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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외 시장 동향

◦ 세계 유수의 ICT 리서치 기관에서 빅데이터를 전략적 핵심기술로 선정

- 빅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 빅데이터 산업은 수명 주기 상 태동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조사마다 시장
규모 전망에는 큰 편차를 보임

◦ IDC는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가 2011년 74억 달러에서 연평균 27.9% 성장하여 
2017년에는 32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 산업이 ICT 산업 전체의 성장보다 6배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소프트웨어 중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이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Wikibon은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가 2011년 73억 달러에서 연평균 37.1% 성장하여 
2017년에는 48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 산업을 Xaas, 전문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NoSQL DB, 인프라스트럭처 소프
트웨어, 네트워킹, 스토리지, 컴퓨터 시장으로 세분하여 추정 

- 이 중 전문가 서비스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No SQL DB 시장과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DC의 전망치를 보수적 예측값으로, Wikibon의 전망치를 낙관적 예측값으로 가정한 후 
양자의 평균값을 중립적 예측값으로 상정하면, 빅데이터 세계 시장규모는 2011년 79억 
달러에서 연평균 32.9% 성장하여 2017년 40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5] 빅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좌: IDC와 Wikibon의 전망치 비교, 우: 중립적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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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시장 동향

◦ 2015년 국내 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현을 위해 도입되는 IT 솔루션 및 서비스 시장은 
1,558억 원 규모로 추산

-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IDC(www.kr.idc.asia)가 발표한 국내 빅데이터의 
기술 및 서비스 시장 전망 보고서(Korea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2014-2018 Forecast, Doc #KR75121401)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은 1,204억 원으로 추산되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6.4%로 증가하여 
3,117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5년 기준, 빅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은 각각 51.4%, 20.9%, 27.7%
의 비중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 대표적인 빅데이터 인프라 기술 중 하나인 하둡은 시장 참여자 그룹간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상생하고 경쟁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확산과 함께 파생되는 다양한 기술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하고 있음 

- 하둡 배포판을 제공하는 글로벌 하둡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진출과 함께 개발자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기존 상용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하둡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내놓고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시장에서 공조
하는 동시에 경쟁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통신사를 포함한 일부 대형 기업들은 기술 내재화를 통한 자체 역량 확보
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국내 하둡 기반 
플랫폼/서비스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시장 저변 확대에 난조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국내 빅데이터 시장전망 (2014-2018)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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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신 기술 발전 동향

1. 빅데이터 요소기술

◦ 빅데이터 기술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셋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임

◦ 빅데이터 기술의 요소기술로는 수집 기술, 공유 기술, 저장 기술, 처리 기술, 분석 기술, 
시각화 기술 등이 있음

◦ 빅데이터 기술은 이러한 요소기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6V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히 배치 및 연계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요소기술

빅데이터 수집

조직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단순 데이터 확보가 
아닌 검색/수집/변환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

ETL/크롤링엔진/
로그수집기/센싱/

RSS, Open API 등

빅데이터 공유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멀티 테넌트 데이터 공유/
협업 필터링 등

빅데이터 저장

작은 데이터라도 모두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쉽게 
분석하여, 이를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바로 이용하는 
기술

병렬 DBMS/하둡(Hadoop)/
NoSQL 등

빅데이터 처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의 저장․수집․관리․유통․분석을
처리하는 일련의 기술

실시간 처리/분산 병렬 
처리/

인-메모리처리/
인-데이터베이스 처리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비즈니스 등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 이미 여러 영역에서 
활용해온 기술임

통계 분석/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예측)/

최적화/평판 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 등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학문으로 빅데이터는 
기존의 단순 선형적 구조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이 필수적임

시간시각화/분포시각화/
관계시각화/비교시각화/
공간시각화/인포그래픽

[표 4] 빅데이터 요소기술 구성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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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빅데이터 수집 기술

- 빅데이터 수집기술은 조직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로 하는 데
이터를 검색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단순 데이터 확보
가 아닌 검색, 수집, 변환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을 의미함

- 단순히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다양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크라이
브(Scribe), 척와(chukwa), 플룸(flume) 등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통해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변환, 저장하는 과정까지 포함함 

- 또한,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변환, 저장, 분석 과정을 반복하게 됨

- 일반적인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정형 데이터는 로그 수집기를 통해 수집하며 조직외부에 
존재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크롤링, RSS Reader,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하
는 Open API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집함

② 빅데이터 공유 기술

- 기업 내 운영 환경에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하거나 변경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분산 및 복제 환경은 보편화 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필요한 이슈 중의 하나임 

-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장 일반 적인 형태로서는 운영계 시스템의 데이터 복제
(Replication) 기술과 정보계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ETL(Extract, 
Transformation, Load) 프로세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빅데이터 공유 기술로는 복제(Replication), 시맨틱 기술, 멀티 테넌트 데이터 공유 기
술, 협업 필터링을 들 수 있음

- 빅데이터 활용단계에 따른 요소기술별 추진동향과 시사점 이중 시맨틱 기술은 시멘틱 웹
으로 대변되며 정보의 표현을 넘어 인간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현, 공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임 

- 데이터 상호 운용 및 데이터 모델 관점에서 시맨틱 웹은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음 

- 기존 ER모델기반 table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적합
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의미 메타데이터 및 그래프 구조의 메타데이터 체계로서 시맨틱 
웹 기술은 데이터 상호 운영과 SEA(Semantic Enterprise Architecture)와 같은 시스
템 아키텍처구현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 멀티테넌트 데이터 공유기술은 멀티테넌트 환경의 데이터 관리 기술로써 데이터와 데이
터스키마를 분리 혹은 공유하여 멀티 테넌트 환경의 데이터 공유를 가능케 하고, 공유에 
의한 보안 요소 검증 기술이 포함됨 

- 해당 기술을 통해 테넌트 별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공유하여 각각의 테넌트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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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짐

- 협업 필터링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기호정보(taste information)에 따라 사용자들
의 관심사들을 자동적으로 예측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과거의 경향이 미래에
서도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음악에 관한 협력필터링 혹은 추천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은 사용
자들의 기호(좋음, 싫음)에 대한 부분적인 목록(partial list)을 이용하여 그 사용자의 음
악에 대한 기호를 예측하게 됨

- 이 시스템은 특정 사용자의 정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로 부터 수집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히 투표를 한 수를 기반으로 각 아이템의 관심사
에 대한 평균적인 평가로 처리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임 

- 이 기술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서로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들을 교차 추천
하거나 분류된 고객의 취향이나 생활 형태에 따라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됨

③ 빅데이터 저장 기술

- 빅데이터 저장 기술은 작은 데이터라도 모두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데이터를 처
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쉽게 분석하도록 하여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바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기술임 

- 빅데이터 저장 기술은 구글이나 애플, 야후 등에 의해 개발된 요소기술로서 상당한 완성
도에 도달했으며, 오픈 소스로 Hadoop의 HDFS/Hbase, Cassandra, MongoDB 등이 
대표적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ETRI의 GloryFS등과 같은 많은 솔루션도 존재함 

- 병렬 DBMS와 NoSQL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수평 확장 접근 방식을 사용하
는 기술이며 동일한 분산처리 기술인 하둡(Hadoop)은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

- 이외에도 SAN(Storage Area Network), NAS(Network Attached Storage)과 같이 기
존 저장 기술도 있고, Amazon S3나 OpenStack Swift와 같은 클라우드 파일 저장 시
스템, GFS(Google File System),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같은 분
산 파일시스템 등이 모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임

④ 빅데이터 처리 기술

-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수집․관리․유통․분석을 처리하는 일련
의 기술로써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반환하는 기술임

-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 환경에서 병렬로 처리하여 수평적인 확장 접근 방식을 취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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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보관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인-메모리 기술과 DB 내부에서 직접 분석로직을 실행하는 인-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음

- 빅데이터 처리기술은 분산처리시스템인 하둡과 MongoDB, Kafka, 병렬처리 모델인 맵
리듀스, 인메모리 기술인 에스퍼와 레디스 등으로 발전하고 있음 

- SAS, IBM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 및 연구 중이며 비즈
니스 분석을 위한 통합 솔루션의 기반을 다지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
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음 

- 대표적인 통합 분석 솔루션인 SAS Analytics의 경우 데이터/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시
각화, 콘텐트 분류, 예측, 모델 관리 및 전개, 경영 과학(최적화), 품질 개선, 통계 등과 
같이 대부분의 분석 기술 통합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분산처리 기술 중 오픈소스인 아파치 하둡(Hadoop)은 구글의 GFS를 대체할 수 있도록 
분산 파일시스템(HDFS)과 MapReduce를 구현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대표적인 프레임
워크로 하둡의 분산 파일시스템은 파일을 블록단위로 나누어 각 노드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며, 데이터 유실을 막고 부하처리를 위해서 각 블록의 복사본(Replication)을 생성함

- MongoDB는 Replica Sets와 Auto-Sharding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써, Replica 
Sets으로 안정성과 가용성을 확보하고 Auto-sharding으로 분산 확장을 하는 구조로 이
루어져 있는데, Config Server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제 데이터는 Chunk단위로 
나뉘어 Shard서버에 저장하며, Auto-Sharding으로 분산 확장을 통해 데이터의 유실을 
막고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 서버의 Replica를 설정함

[그림 7] 하둡(hadoop)의 분산 파일시스템(HDFS) 처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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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처리 시스템인 ‘Kafka’는 링크드인에서 공개한 기술로서 데이터가 분할되어 클러스
터에 의해 관리되고 메시지 일괄 처리와 전송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을 지원하며, 로그 
집계 메시징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써 분산 환경에서 대규모,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함

[그림 8] Linked in Kafka 구조

- 에스퍼(Esper)는 실시간 처리를 위한 인-메모리 기술 중 CEP(Complex Event 
Processing)처리 기술로 CEP란 여러 이벤트 소스로부터 발생한 이벤트를 대상으로 의
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대응되는 액션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기술임 

-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이벤
트만 필터링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함

[그림 9] Esper의 이벤트 흐름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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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스(Redis)는 ‘Remote dictionary System’의 약자로 BSD 기반의 오프소스로 
VMWare가 인수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음 

- 인-메모리 기술로서 키/값 저장소로 구성되어 있어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하기도 
하며, 메시지 큐(Message Queue),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 용도로 사용될 수 있
어 인스타그램, StackOverflow, Digg와 같은 기업들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음

⑤ 빅데이터 분석 기술

- 빅데이터 분석기술로는 빅데이터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예측 분석, 
최적화, 평판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이 있음

- 통계 분석은 다양한 분석에서 활용되는 기술로써 통계적 컴퓨팅에 사용되는 R, SAS 등
을 통하여 다양한 통계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통계 기법을 통하여 목적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함

통계기법 내용

고차원 회귀
/분류 분석

Lasso 모형의 예측 성능 향상과 변수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

Ensembl 단순 모형을 결합하여 고성능 모형을 찾는 방법
SVM(Support Vector
MAchine)

주어진 자료들을 분리하는 가장 좋은 초평면을 
찾는 방법

군집 분석

K-means clustering 군집의 중심과 자료와의 거리를 최소화
Hierarchical clustering 계층 구조를 갖는 군집화 방법

Model based clustering 혼합 모형에 기초한 군집 분석으로 자료를 군집
화하는 동시에 각 군집의 분포를 추정

[표 5]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통계 기법

-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 및 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인식 기술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의미 있는 새로운 상관관계, 패턴, 추
세 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KDD, 기계학습, 패턴인
식, 통계학, 신경망 컴퓨팅 등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기술이라 할 수 있음

- 데이터마이닝의 주요 기법으로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군집 분석
(Cluster Analytics), 연결 분석(Link Analytics), 사례기반 추론(Case-Based 
Reasoning), 연관성 규칙 발견(Association Rule Discovery), 인공 신경망(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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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Network), 의사 결정 나무(Decision Tree),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등이 있음 

- 텍스트 마이닝은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의 텍스트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
는 과정으로 텍스트 문서 전처리 및 패턴 분석 등의 단계를 가지며, 순환 구조로써 계속
적인 피드백을 수행함

- 예측 분석은 과거 자료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관심이 되는 변수를 추정하는 것으
로써 앞서 언급된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들을 기반으로 예측 
분석을 수행함

구 분 내 용

추세분석(trend analysis)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으로써, 다항 회귀 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가
정하고 모수의 추정을 통해 예측값을 구하는 분석법

평활법(smoothing method)
현재로부터 가장 최근에 관측된 자료에는 큰 가중값을 주고, 과거
로 갈수록 그 가중값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일종의 가중평균을 이
용한 예측방법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RIMA)모형에 의한 시계열 

자료 분석법

현 시점의 관측값을 과거의 관측값들과 백색잡음이라고 불리는 오
차들의 형태로 표현하는 모형으로써, 박스-젠킨스모형이라는 이름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표 6] 예측분석 주요 기법 

- 최적화는 주어진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제시된 전략을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필수적인 분석 기술임 

- 평판분석은 소셜 미디어 등의 정형/비정형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
하는 분석 기술로 주로 특정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시장규모 예측, 소비자의 반응, 입
소문 분석 등에 활용됨

-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연결 구조 및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 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술로써,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주로 마케팅을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입소문의 중심이나 허브 역할을 하는 사용자
를 찾는데 주로 활용됨 

- 그 밖에 실시간 분석, 준 실시간 분석 등과 같은 정확성 보다는 분석 속도에 초점을 두
는 분석 기술도 있다. 분석에 필요한 모든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빠르고 적시에 지식(분석 결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석기법과 
실시간 분석 등을 위하여 인-데이터베이스 분석, 인-메모리 분석, 다중 프로세스를 활용
하는 MPP 등과 같이 보다 빠른 지원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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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 내는 무질서한 흐름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기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
양한 시각화 도구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직관이 달라짐 

- 시각화 기술은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인포
그래픽 등의 기법이 있음

- 시간 시각화 기술은 분절형과 연속형으로 구분되는데, 분절형 데이터는 특정 시점 또는 
특정 시간의 구간 값(예:어떤 시험의 평균 통과율)을 막대그래프, 누적 막대그래프, 점그
래프 등으로 표현하며, 연속형 데이터는 기온 변화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값, 시계
열 그래프, 계단식 그래프, LOESS 곡선 추정 등으로 표현함

- 분포 시각화 기술은 전체 분포와 시간에 따른 분포로 나누어지는데, 최대, 최소, 전체분
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전체의 관점에서 각 부분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전체 분포는 
파이 차트, 도넛 차트, 누적 막대그래프, 인터랙티브 누적 막대그래프 등으로 표현됨 

- 시간에 따른 분포는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령별 한국 인구 분포와 같이 시간에 따
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타내는 기술로 누적 연속 그래프, 누적영역 그래프, 인터랙
티브 누적 영역 그래프, 선 그래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관계 시각화 기술은 각기 다른 변수 사이에서 관계를 찾는 기술로 상관관계, 분포, 비교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는 스캐터플롯, 스캐터플롯 행렬, 버블차트 등으로 표현
할 수 있음 

- 비교 시각화 기술은 여러 변수의 비교하는 히트맵, 체르노프 페이스, 스타 차트, 평행좌
표 그래프,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1), 아웃라이어(Outlier) 찾기 등으
로 표현됨 

- 공간 시각화는 위치를 점이 찍힌 지도, 선을 그린 지도, 버블을 그린 지도 등으로 특정
하고 색상으로 영역을 구분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작은 지도를 하나로 그려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예: 실업률 변화 등) 스몰 멀티플이나 애니메이션 확산 지도를 활용함

- 인포그래픽(infographic)은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다
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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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체르노프 페이스, 다차원척도법, 아웃라이어 찾기의 예

[그림 11] 통계, 타임라인, 프로세스, 위치기반 인포그래픽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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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계학습(머신러닝) 알고리즘

◦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에서 활용되는 기계학습(머신러닝)의 종류로는 크게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분류와 예측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함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일반화 선형 
모델

(Generalized 
linear 

models, GLM)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의 
발전된 형태로, 다양한 가능성 
분산과 연결 함수를 지원해서 
분석자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모델링.
그리드 탐색(grid search)으로 
강화된 GLM은 전통적인 통계와 
가장 발전된 ML의 조합.

클러스터링
(Clustering)

개체를 다수의 메트릭스에서 
상호 유사한 세그먼트 또는 
클러스터로 그룹화하는 기법. 
고객 세분화가 클러스터링의 
실제 예 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k-평균(k-means).

의사결정 트리
(Decision 

trees) 

모 집단을 대상(target) 변수에 대해 
동질적인 더 작은 조각으로 
점진적으로 분할하는 규칙 집합을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

비정상 탐지
(Anomaly 
detection)

예상치 못한 이벤트 또는 결과를 
식별하는 프로세스. 보안, 사기 
등의 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 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하므로 가장 비 일반적인 
거래에 체계적으로 플래그를 
지정해야 함. 지도 학습에서 
언급한 딥러닝도 비정상 탐지에 
사용할 수 있음.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s)

널리 사용되는 총체적 학습 
방법으로,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한 다음, 트리 전반에 
걸친 평균을 구해 예측을 산출. 
이 평균 프로세스는 일반화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불규칙 잡음(random noise)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음. 

차원 축소
(Dimension 
reduction)

고려 대상 변수의 수를 줄이는 
프로세스. 특정 문제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식별함. 주성분 요소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은 일련의 원시 
특성을 평가해 이를 상호 
독립적인 인덱스로 축소 함. 

점진적 부스팅 
머신(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의사결정 트리의 시퀀스 교육을 통해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연속되는 
트리가 이전 트리의 예측 오류를 수정해 나감

딥 러닝
(Deep 

learning)

데이터의 고수준 패턴을 복합적인 다계층 네트워크로 모델링하는 방법. 
문제를 모델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ML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음

앙상블 
알고리즘

(Ensemble 
Algorithms)

통계학과 기계 학습에서 앙상블 학습법(ensemble learning method)은 단일 학습 
알고리즘들을 따로 쓰는 경우에 비해 더 좋은 예측 성능을 얻기 위해 다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 통계역학(statistical mechanics)에서의 통계적 앙상블과 
달리 기계 학습에서의 앙상블은 대체 모델들의 단단한 유한 집합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대체 모델 사이에 훨씬 더 유연한 구조를 허용함

[표 7] 주요 기계학습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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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관측 요소기술

◦ 위성 연계 광역 선박 모니터링 기술

 - 연안 VTS 중심으로 모니터링 되던 선박정보 수집 체계(74km거리)에서 보다 광역이며, 
연안에서 떨어진 해역의 선박 모니터링을 위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안테나를 탑재한 저고도의 위성 AIS 모니터링(10~58개 위성) 체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전 세계의 선박, 유류, 해양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그림 12] ExactEarth사 SAT-AIS용 위성 분포(좌)와 위성 AIS 분포자료(우)

 - 위성 AIS와 함께 실시간으로 위성 SAR자료를 수신 후 30분 내 자동 선박 및 해상 
대상물 탐지 결과 서비스 하는 (준)실시간 모드의 체계로 개발하는 추세

  - 선박 운항 밀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지상 AIS자료, 위성 
AIS자료, SAR 위성자료를 수신, 통합 처리 체계를 구축함

◦ 위성 통신기술

 - 위성을 이용한 통신시스템에서는 주로 S대역이나 Ku대역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가용 
주파수 대역의 포화로, 최근 Ka 대역이 점차 활용되는 추세이며, 차세대 VSAT 제공됨에 
따라 Ka밴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왕도휘, 오덕길, 2013).

  - 201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Ka밴드 
통신탑재체가 있으며, 현재 여러 공공기관들(기상청, 소방방재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위성 통신 시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왕도휘, 오덕길, 2013; 김태호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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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

Band Ka band
Bandwidth 6MHz

Transmission speed 4Mbps

[표 7] 천리안위성 통신 Ka밴드의 특성

[그림 13] 천리안위성의 Ka-밴드의 실시간 위성통신 개요도

3. 무인관측 요소기술

◦ 무인관측 기술은 기존의 유인 운반체와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하던 관측 대신에 
무선조종이나 자율운전 기술을 활용한 운반체에 각종 센서를 장착하여 하여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로써, 육상뿐만 아니라 항공, 해상 및 해저를 포함한 3차원 
공간자료를 획득하는 융복합 기술임

◦ 기존의 대표적인 무인관측 기술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이 있으며, 이와 
연관한 다양한 관측과 자료 분석 및 해석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연관한 자료 해석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무인관측 기술의 요소기술로는 무인체에 직접 관련된 제작 기술, 자율이동 기술, 
위험회피 기술 및 통신 기술, 운용 기체 및 적용 환경에 따른 무인체 운용 기술, 무인체 
장착용 센서 제작 기술, 센서 운용 기술, 자료 획득/처리/분석 및 시각화 기술 등이 있음

◦ 이러한 무인관측 기술은 각 요소 기술이 연계되어 하나의 운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원하는 시간에 정확한 자료와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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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요소기술

무인체 
개발 기술

원격조정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해양 환경 및 
탐사에 적용 가능한 드론, 수상드론(USV), 
수중드론(ROV & 수중 글라이더 포함) 설계 & 
제작, 이들에 대한 조종 & 자율주행 기술 및 
위치정보 통신(수중통신 포함) 등의  기술

기체 설계 기술
육상드론
수상드론
수중드론

고효율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모듈 설계 기술

원격 및 수중 통신 기술

무인체 
운용 기술

해양 및 선박에서 원활히 무인관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인체를 운용 하는 기술 

육상 무인체 운용 기술
해상 무인체 운용 기술
수중 무인체 운용 기술

종합 운용 기술
무인체용 
센서 기술

과학 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하여 무인체에 적합한 
센서 설계/제작 및 활용 기술

센서(광학/음향 등) 설계/제작 기술

센서 활용 기술

무인조사 
자료 운용 

기술

대용량 무인조사 자료에 대한 획득, 처리, 분석 
및 시각화 기술

조사(공간 범위, 시간 간격 등) 설계 기술

대용량 자료 처리 기술
대용량 자료 분석 기술

자료 시각화 기술

[표 9] 무인관측 요소기술 구성 및 분류

① 무인체 개발 기술

- 무인체 개발 기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자율주행을 통하여 움직이는 운
반 이동체를 개발하는 기술을 의미함

- 특히 해양 환경에서 작동하는 무인체의 경우 육상용으로 개발된 무인체와 달리 극한 환
경에서도 원활히 작동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기상조건, 수분, 염분 등의 
환경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효율적인 기체 설계 및 배터리 제작 그리고 수중 통신 및 
위정정보 등의 세부 기술요소에 대한 개발을 포함함

- 자율적으로 운행 환경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체 제어 및 운행경로 
인식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IT 기술이 핵심 기술 중에 하나 임.

- 무인체는 일차적으로 작동 환경에 따른 항공, 육상, 수상 그리고 수중 무인체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전에는 UAV, AUV 및 ROV 등의 운행 환경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최근에는 드론
(Drone)의 급부상과 이와 관련한 시스템의 발달로 수상드론, 수중드론 등의 용어를 사용
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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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인체 운용 기술

- 무인체 운용 기술은 개발된 무인체를 활용 및 운영하는 기술로 하드웨어의 관리 및 운행 
설계 그리고 운행목적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개념이 강한 기술

- 해양환경은 육상환경과 달리 매우 변화가 심하고 기본 자연환경 조건이 열악하기에 적용 
환경 별(해양항공, 해상, 수중) 무인체의 운용에 대한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운용 
기술이 미래의 연구 및 산업 분야에 매우 중요함

- 선진국 무인체 관련 산업 경우 무인체 시스템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순수 제품 제작
/판매에서 진화하여 무인체 운용을 통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③ 무인체용 센서 기술

- 무인체용 센서 개발, 센서 제어 기술, 센서 활용 기술(소프트웨어)

④ 무인조사 자료 운용 기술 

- 대용량 자료(영상, 이미지, 음향 및 수치 등)에 대한 자료조사 설계 기술, 자료 검증 기
술, 자료처리 기술, 자료분석 기술 및 자료 가시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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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내외 사례 

1. 국외 주요사례

○ 국가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가안전관리 (싱가폴)

- 재난, 전염병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예방차원으
로 환경안보, 해상안보,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 및 위기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수립함

- 이와 더불어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 Risk Assessment and HorizonScanning)을 
통해 질병, 금융 위기 등 모든 국가적 위험을 수집 및 분석함

-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불확실한 미래의 대비를 위하여 2004년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험 관리 계획 추진하였고 수집된 정보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법을 통
해 분석하여 사전 위험 예측 및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국
가 위험 관리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그림 14] 싱가폴 RAHS 솔루션 센터의 분석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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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상서비스 및 분야별 접목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 재난, 전염병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사전감지 및 예방차원으로 
환경안보, 해상안보,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매년 30페타바이트의 신규 데이터를 관리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부표 등에 장착된 센
서에서 매일 35억 개 이상의 데이터 수집하고 24시간 이내에‘더 탱크(The Tank)’라고 
불리는 링버퍼에 데이터를 저장 한 후, 6시간 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함

- 대기, 해양, 지상 데이터의 직접적 측정치를 수집하여 복잡하고 정확도가 높은 예측모델
링과 함께 국립기상청에 제공함

- 기온과 상대습도의 조합으로 계산되는 열지수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3단계로 여
름철 폭염특보와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눈보라, 돌풍, 돌발홍수 주의보 등
은 물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레드 플래그 경고(red flag warning)를 비롯한 
총 24개의 기상관련 경고 지도를 구축함 

- 국립기상청의 모델들은 매일 기상 경보,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나사
(NASA) 등의 정부 기관을 포함한 여러 공공과 민간 부문 예측을 위해 제공되는 기상경
보와 안내 결과물을 수백만 개씩 생성함

[그림 15] 미국 국립기상청 데이터 수집 과정
출처 : TechAmerica Found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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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진위험 예측 및 미래사고 방지 (미국 지질조사소)

- 미국 지질조사소(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USGS)가 1900년 이래로 지구지
진 기록을 분석해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에서 강한 강진
의 규모와 횟수를 보면 최근 강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0년 동안 규모 7.0~7.9
의 강진은 17~18차례, 규모 8.0 이상 대지진은 1차례 꼴로 발생함

- 재난, 전염병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예방차원으
로 환경안보, 해상안보,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수행 
MAEViz(Mid-America Earthquake Center Seismic Loss Assessment System)를 이
용한 지질 분석 시스템으로 지난 100여년 동안 발생한 각종 지진을 유형별, 크기별로 조
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정도까지 분석함. 아울러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각종 재난 피해
에 대한 예측 가능하며, 지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지역별 피해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대처 가능함 

-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변수별로 분석하여 재난재해를 미리 시뮬
레이션해 봄으로써 마련된 매뉴얼을 이용하여 큰 사고를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그림 16] MAEViz를 통한 지진 분석 시뮬레이션
출처 : Mid-America Earthquak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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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예측 및 교통관제 등을 통합한 지능형통합운영센터 운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에서 2011년 초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대형 인명피해는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2014년과 2016년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자연
재해 예방에서 대규모 행사, 교통관제 등을 통합한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 강 유역의 지형 측량자료, 강수량 통계, 레이더 사진 등의 데이터와 고해상도 날씨 예측
시스템 및 첨단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48시간전 폭우예측 시스템을 마련함

- 이와 더불어 30여 개에 이르는 시 정부 산하부서와 기관이 공유한 다양한 정보는 통합·
연동되어 갑작스런 호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능교통체증, 정전 사태 
등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대규모 행사, 교통관제까지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함 

- 지능형통합운영센터는 실시간 가상화,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디자인된 도시시스템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비상사태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실시간으로 취합·분
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운영자들이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도시의 두뇌 역
할 가능

-  이러한 예측정보는 페이스북(Centro de Operacooes Rio)과 트위터(@OperacoesRio)
를 통해 현재 날씨와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리우데자네
이루의 홍수 및 산사태 예측에 변동이 있을 시 시청 공무원과 긴급대응팀에 통보 서비스
를 제공함

[그림 17] 리우데자네이루 지능형통합운영센터
출처 : Mid-America Earthquak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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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 SAR 자료 분석을 통한 통합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유럽, 캐나다)

-  MARISS Service

․ 인공위성(해색위성, 합성개구레이더), VTS, AIS, 함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유럽 및 지
중해 연안 및 전체 해역에 대한 감시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각종 위성(RADARSAT-2, ERS-2) 데이터를 이용
하여 유럽 해역내 선박의 위치와 시간, 크기, 속도, 방향 및 선박정보 추출, 해빙 관측, 
유류사고 및 해양안전사고 감시, 해양사진의 레퍼런스 역할 및 준 실시간 모니터링 서
비스 제공

․ 유럽해상보안서비스(MARISS Service) 개념도

[그림 18] 유럽 해상보안서비스의 개념도

- CleanSeaNet Service: 선박을 탐지하여 불법기름유출 활동 감시
․ SAR와 AIS를 이용한 국제유류사고, 오염물 불법 방출 관측에 대한 30분 이내의 준 실

시간 모니터링, 선박통항정보, 바람, 너울 관측, 해양기상학적 정보 수집, 오일유출 모델
링

․ Web 서비스: http://www.emsa.europa.eu/cleanseanet/service.html

- 유럽우주기구 (ESA: Europe Space Agency)

․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양 오염 모니터링 수행
․ ERS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 를 이용한 SAR 위성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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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RS images with detected oil pollution & Oil pollution 예

- Kongsberg Setellite Services (KSAT)의 기름유출 모니터링
․ KSAT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개요
‣ KSAT는 위성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르웨이의 기업으로 노르웨이의 지정학적인 이

점을 이용하여 고위도에 위성 수신국을 설치하여 상업적으로 운영함
‣ KSAT는 10년 이상의 기름유출을 비롯한 해양분야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해사안전국 (EMSA :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의 CleanSeaNet 
Service 활동 지원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음

․ KSAT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 기반 해양기름 유출 모니터링 서비스
‣ 광학 및 SAR영상 기반의 해양 기름유출 탐지 및 분석
‣ 기름유출에 대한 유선, SMS, 및 Email을 통한 경고 및 보고서의 사용자 전달
‣ 시간, 위치, 규모, 빗물, 유출선박정보(AIS정보가 활용 가능한 경우) 등의 기름 유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웹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탐지 일정, 기름유출 분석 및 보고, 상태 및 영상 정보, 
Feedback 기능을 제공함

․ 추가 정보 : 해풍 및 해유 정보 (SAR, Met)

‣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시스템 제공
․ 위성영상, 항공영상을 이용한 통합 감시 시스템
․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최적의 감시 방안 제공

- 유럽해사안전국(EMSA :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의 해양 기름유출 모니터링
․ CleanSeaNet Servic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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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SeaNet은 유럽의 위성기반 기름유출과 선박 탐지
‣ 유럽 전 해약에 대한 SAR 영상 기반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의 탐지 및 추적
‣ 해양에서 위급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해양오염을 모니터링
‣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지원 기능

․ CleanSeaNet Service의 기능
‣ 해양오염 발생 시 해당국의 담당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전달
‣ 위성이 해당지역을 촬영한 이후, 30분 이내에 해당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제공
‣ 연간 약 2,000장의 위성영상 제공
‣ 해양오염 발생지역의 국가 또는 지역의 사법권내 오염발생원에 대한 위치추적 및 식별

을 통한 환경오염 대응활동 강화
‣ 각 해안인접 국가들의 CleanSeaNet 서비스 접근을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한 

위성영상 및 기름확산모델, 부가영상, 해양 및 대기정보과 같은 보조자료 요청

- Ocean Monitoring Workstation (캐나다)

․ Ocean Monitoring Workstation(OMW)은 캐나다 해양수산청(Fisheries and Ocean Canada)
에서 해양표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임

․ 자국(캐나다)의 Radarsat위성을 비롯하여 ERS-1,2 등의 SAR 위성을 활용하여 해양표면
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1996년부터 수행함

․ 데이터와 분석 정보
‣ 선박의 위치탐지 및 방향과 속도 분석
‣ 파랑 정보(파장, 방향, 파고)

‣ 기름유출 지역 추출(SAR 영상으로부터 후방 산란계수가 작은 지역의 추출)

‣ 풍향 및 풍속
․ 활용분야
‣ 지구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및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 연안 및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장기 및 단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 1시간 간격으로 1일8회 제공되는 해양환경 정보를 제공
‣ 클로로필, 해무, 태풍, 황사, 쓰나미, 녹조, 유류유출 등의 다양한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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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사례

○ 스마트 농정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관련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정보자원을 활용
한 농수축산물 가격정보 및 소비자 유형별 관심농식품 추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스
마트 농정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사업을 수행함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산지가격, 도매가격, 도소매 가격의 데이터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격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
록 구성하고 유통 단계별 가격동향, 도매 거래량, 지역별 도매 거래량 및 가격 정보 등
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

- 소비 유형별 구매 예측을 분석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이용자
들에게 인 사이트를 제공 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

- 구체적으로 5가지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날씨, 계절, 시세 등의 
메가트렌드와 함께 고려하여 소비자 유형별 관심 농식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와 소비자 
유형별 추천 메뉴를 제시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식자재 내역과 사용자 지역의 가격, 온
라인 가격, 연관 키워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개발함

- 또한,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및 포털 
서비스 구축 등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농식품부 및 소속/산하 기관 15개 기관의 
159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구 용역에서 발굴된 121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GRID, Open API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그림 2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빅데이터 서비스 구조 및 기능



- 35 -

[그림 21]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목표 구성도 

○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조기대응 (KT, 농림축산검역본부)

- 통신 기지국 통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AI 확산 지역 예측 모델
을 개발한 사례임

- 차량 · 사람 이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발병 농가 특성 및 발병 농가 방문 차량 특성
별 연관성 분석 확산 매개체의 핵심요인 선별 및 가중치를 부여한 자료를 바탕으로 AI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함 

-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위기대응센터에 일별 확산 예상지역 지
도 및 방역 대상 농가 리스트를 전달하고 이를 웹GIS 기반 GIS 시각화 및 레포트를 제
공하도록 개발함

- 주요 분석결과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염확산 요인은 차량으로 차량 이동경로를 따라 질병
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되었고, AI 발병농가의 약 83%가 고위험 추정지역 내에서 발생함
이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매월 혹은 필요시 분석리포트로 관련 담당부서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
공되며 방역을 위한 세부 행동계획까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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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I 확산경로 예측 및 대응 프로세스

[그림 23] 발생지 예측결과와 실제 발생지역의 GIS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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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비탈면 붕괴사고 예측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우침투에 의한 급경사지 안정해석 모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기상자료와 연계한 급경사지 특성, 사고이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
고예측을 수행한 사례임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도 비탈면 붕괴 위험도 예측 모델 수립 및 서비스 방안은 5단계의 
DMAPM 분석 과정을 거쳐 도출됨

- DMAPM 단계는 분석의 수행 범위 및 세부 목표를 정의하는 Define 단계, 분석 대상 데
이터의 수집 및 특성 파악과 전처리를 수행하는 Measure 단계, 기존 예측 모델 및 핵심 
인자 검토 그리고 새로운 핵심 인자 도출을 위한 그래픽분석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Analyze 단계,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 예측 모델 수립 및 위험도 등급별 인자 값 
결정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는 Predict 단계, 붕괴 위험도 예측 모델을 활용한 기상정
보 변화에 따른 위험 경보 발생 체제 수립 및 서비스 방안 도출을 위한 Monitor 단계로 
구성됨

- 주요 분석 결과로 붕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였고, 인자들 간 영향도 분석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붕괴/미붕괴의 특성을 패턴화함 

- 대한지적공사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앱을 통해 비탈면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적용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융합되어 가치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고, 추후에는 다양한 분석 데이터와 
서비스 종류를 확대 할 예정임

[그림 24] 국토 비탈면 붕괴 사고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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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토 비탈면 관리 서비스 

○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서울시, KT)

- 서울시는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군 밀집도 분석을 
수행함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는 KT와 MOU를 맺음으로써 휴대전화 이력데이터에서 
유동인구 통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함

- KT는 휴대전화 이력데이터라는 매우 가치는 있지만 프라이버시 이슈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데이터를 공익 차원에서 분석하고 통계정보(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
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임

[그림 26]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출처: http://zeronova.kr/2013/08/07/seoul-bus-route-optimization/



- 39 -

- 유동인구 밀집도 분석 방법은 일단 서울시를 1Km 반경의 1,250개의 헥사셀 단위로 구
분하고 한달 분량의 휴대전화 이력 데이터로 심야시간의 통화량을 분석하여 구역별 유동
인구 밀집도를 분석하고 이를 헥사 셀 단위로 시각화함

- 두 번째로 유동인구 기반 노선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노선의 시간/요일별 패턴을 분석
하고 노선 부근의 유동인구 통계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노선을 최적화함

- 세 번째는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을 추
정하고 통행량을 선의 굵기로 표시하여 헥사 셀로 구분 맵에 시각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요일별 배차 간격 조정을 결정 이렇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노선과 정류소를 결정함

- 이는 유동인구 통계를 얻기 위한 휴대전화 이력 데이터 분석은 빅 데이터에 해당되며 이
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하둡(Hadoop)을 활용하였지만 나머지 과정들은 스몰 데이터
(Small data)로 스몰 분석도구를 활용한 사례임

-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는 빅 데이터와 스몰 데이터가 함께 활용되었을 때 긍정적
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대표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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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SWOT 분석

강점 (S) 약점 (W)

・해양과학 빅데이터 자체 생산 및 다양한 
해양과학분야 전문성 확보

・해양 GIS 및 공간분석, 가시화 기술 보유
・부산 신청사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공간 확보
・해양예측 모델 KOOS 기술 보유
・AIS 및 위성영상 기반 선박 모니터링 기술 보유
・무인체 해양 관측 기초 기술 보유
・육상라이다, 멀티빔 지형・수심 동시측량 기술 

보유

・빅데이터  인프라(전문인력, 조직, 장비 등) 부재
・해양분야 빅데이터 분석, 활용 상세 알고리즘 

부재
・부산 신청사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시스템 확보 

미흡
・위성자료간 연계활용 융합기술 부재
・해양예측 모델 KOOS 결과 연계 활용 경험 미흡
・무인체 해양관측 인프라 및 운영경험 미흡
・해양안전요소 예측 입력용 빅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외부 데이터)

기회 (O) 위협 (T)

・빅데이터 기술기반 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 주도
・해양분야 빅데이터 원천기술 보유 선점
・빅데이터 기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구축, 운영
・해양예측 모델 KOOS 활용성 확장
・선박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해양사고 대응 

정보 제공
・무인체 해양관측 원천기술 선점 및 빅데이터 

생산 
・빅데이터 기술기반 해양안전요소 예측기술 확보

・기관차원의 빅데이터 경영추진 목표 설정 부재
・빅데이터 신기술 도입 및 활용 기술 확보의 

어려움
・빅데이터,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의 

불확실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안전요소 지원 불투명
・현 VTS시스템의 한계 및 다종 위성의 해양 활용 

미흡
・무인체 해양관측 중장기 투자의 불확실성

[표 9] KIOST 해양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SWOT 분석결과



- 41 -

제 3 장 연구개발 비전 및 추진 전략 

제 1 절 연구개발 비전 

1. 연구개발 비전 

◦ 정보기술과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도래된 빅데이터 시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해양연구 분야는 데이터의 크기와 복잡성, 다양성 등 빅데이터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음은 물론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과 예측을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분석 기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빅데이터의 실제 활용을 위하여는 필요한 ICT지식과, 빅데이터 기술요소, 
동작원리, 분석프로세스, 분석알고리즘, 표출 및 시각화 등 많은 노력과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과제를 통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단계적인 추진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KIOST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재난‧안전 분야는 가장 중요한 범세계적 핵심이며, 해양안전요소의 예측은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체감도 향상은 선진국 
삶의 질의 핵심 척도로 평가됨

◦ 국내 재난·안전 분야는 빠른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높은 사고 사망률과 안전불감증으로 
빚어지는 인적 재난 발생에 대한 시의성 있는 위기 대응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음

◦ 주요 선진국은 ICT 융합 기반의 범국가 안전혁신을 위한 전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 분야 예측모델 개발을 시작하였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험 예측‧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안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다양한 해양(관측)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빅데이터의 운영과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공통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고유업무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및 분석, 
활용기술을 개발한 후, 실제 해양 연구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내재화함으로써 해양빅데이터 분석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국가 해양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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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KIOST 빅데이터 비전

◦ 본 기획과제는 ‘융합형 원천기술개발’의 특성을 가지며,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해양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류/패턴발견/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28]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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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도출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 활용

◦ KIOST 해양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해양관측위성 이미지, 해양관측 데이터, 수치모델데이터, 연구 관련 외부수집데이터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저장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하기 힘들었던 대용량 데이터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 연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해양 연구 분야별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의 관리, 유통, 
배포 체계를 수립하여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 활용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해양 연구 분야별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 표출, 가시화 
원천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해양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국가 해양과학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양 빅데이터 실시간 표출 및 가시화 서비스

- 해양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실시간 해양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함으로써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KIOST 무인 해양 빅데이터 생산 인프라 구축

- 연안육상, 해상, 해저의 다양한 해양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무인체 운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무인체 디자인 및 기초설계 기반, 선진 운용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무인체를 활용한 대용량 자료 생산 기초 시스템, 자료생산 설계 기반, 최종자료 품질 및 
형식 관리 기반, 실시간 자료 운용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인공지능 활용과 연계하여 
연구 효율 및 성과를 향상 시키고 최신 해양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자료 생산 인프라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분야에 적용 및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향상 
시키고, 다시 활용 경험을 무인체 운용 기술에 반영하여 보다 선진화된 무인체 개발 
및 활용 원천 기술 개발 가능

◦ KIOST 연안지형변동 예측 체계 구축

- KIOST 무인 자료생산 및 빅데이터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형변동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수치모델링 예측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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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예측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 재해·재난 예측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대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재해·재난 위험정보 상세 공개를 통한 지역 안전도 개선

- 지역별 위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안전 개선에 활용하고, 대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해양 재해·재난 예측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 해무, 연안 침식, 해난사고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재해·재난 예측을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는 기반 구축

– 해양 재해·재난 예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관리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

- 해양 재해·재난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여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대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입자추적 모델 고도화를 통한 수색구조, 유류확산 예측 정확도 향상  

- 해상 표류부이 실험을 통해 입자추적 모델의 기능을 향상시켜 수색구조 시 표류예측 
또는 유류확산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

- 또한, 고도화된 기술을 해경 등에 지원하여 효과적인 방제활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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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1. 연구개발 목표 설정 

[그림 29] 사업 추진 목표

◦ KIOST 해양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공통플랫폼 환경을 제공하여 해양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화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해양과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 

 - ‘하둡(Hadoop)’과 같은 오프소스 기반 빅데이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와 솔루션 
도입 전략 수립

 - 오픈소스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기술 적용방안 도출 

 - 빅데이터 분산저장 및 리소스 관리기술 적용방안 도출 (데이터 표준화 및 각종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연계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정립, 데이터 융합 및 
공개 플랫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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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 해양과학 빅데이터 운용 시스템 개발 (표준 기술 축적 및 기 축적된 기술력으로 
검증하고 최적화하여 해양 관련 빅데이터 구축에 적용, 클라우딩 개념 적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활용 요구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도구 지원, 데이터 신뢰성 점검 및 
퓸질관리 등)

 -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전산 인프라 고도화 및 갱신, 빅데이터 간 국내외 간 
유관 자료 연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상

◦ 해양정보 분류/예측 기술 개발 방안 도출 

 - 해양자료 특성별 빅데이터 활용 요소기술 도출 (데이터 표준화 등 커스터마이징, 추출, 
저장, 연계 및 융합, 검색 등)

 - 빅데이터 활용 특성별 요구사항 및 분석 로직 도출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하둡 시스템)

 - 데이터 자동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융합 알고리즘 (클라우딩 시스템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계 모델링 기법 개발 방안 도출

◦ 해양빅데이터 도입을 위해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요소기술 및 시스템 구성에 
대한 상세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해양연구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빅데이터 
운영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양연구분야를 선별, 선정하여 최적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표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TF팀을 조직하여 상시 운영하여 자체 분석, 활용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KIOST는 국가 해양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그에 걸맞는 대내외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해양분석 콘텐츠를 서비스 하여야 하나,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준비가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기획사업 참여연구진 및 자문위원 토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추진방안을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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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추진전략 

1. 연구단계 설정

[그림 30] 연구 추진전략 4단계

◦ 도입단계 추진과정
-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위한 요소기술 적용방안 연구, 업무분석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구조 및 시스템체계 설계
- 빅데이터 저장 및 병렬분산처리 기술 구현 및 파일럿 구축
- 해양연구 8개 선행 주제별 핵심기술 분석 및 개발
- 해양 무인체 자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프라 체계 설계 

◦ 발전단계 추진과정
- 통계분석, 기계학습, 딥러닝 등 오픈소스 방법론 적용방안 연구
- 해양 빅데이터 핵심대상 선별 및 분석, 예측 알고리즘 개발
- 해양 관측위성 이미지, 드론영상 등 영상 분석기술 개발
- 해양 빅데이터 표출 및 시각화를 위한 기법 개발
- 해양 빅데이터 특성별 QC기법 개발 및 실시간 처리기술 연구
- KIOST 빅데이터 운영 및 관리 내규(지침) 수립
- 지속 가능한 운영인프라(인력, 조직, 예산) 관리
- 해양 무인체 도입, 현장 테스트, 인프라 설계 및 운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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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단계 추진과정
- 해양 빅데이터 주제별 활용기술 발굴 및 개발
- 해양 빅데이터 자료 처리 프로세스 정립 
- 해양 빅데이터 분석, 예측 리포팅 기술 개발 
- 오픈소스 클라우드 구현을 위한 기술 연구
- 해양빅데이터 분석 콘텐츠 활용방안 수립
- 해양 무인체 조사 설계 기술 개발

◦ 확산단계 추진과정
- 해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기법 개발
- 종합상황실 콘텐츠 구축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
- 실시간 해양 빅데이터 연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KIOST 빅데이터 통계, 기술서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발간, 배포
- KIOST 해양 무인체 자료 품질검증 기술 및 생산 체계
- 해양관련 기관, 대학, 기업 등에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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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추진 개념 

◦ KIOST 해양빅데이터 활용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추진 개념은 [그림 30]과 같음

◦ 다양한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대용량의 해양데이터를 저장, 추출, 처리, 분석, 예측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을 연구하기 보다는, 우리원 공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의 효율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러한 KIOST 빅데이터 체계가 구축되면 본 기획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예측 활용 
주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원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림 31] 연구개발 추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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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추진 전략 

[그림 32] 연구개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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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중점 연구개발 과제 도출 

1. 중점 연구개발 과제 도출 방향 

가. KIOST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및 업무분석을 면밀히 수행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상세설계 하고 플랫폼 구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시스템 구축 측면, 
빅데이터 관리, 운영측면, 빅데이터 유통 및 활용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 연구를 수행함

나. 업무분석 및 설계 과정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클러스터 및 환경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장, 분산처리, 분석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 데이터를 
선정하여 구축해 봄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을 재검토하고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구축함

다. 해양연구 주제별 대상자료를 선정하고 각 자료의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조직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빅데이터 발굴, 알고리즘 개발 및 구현기술을 
확보해야 함

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정보들을 빠르게 표출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대정부, 대국민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한 방대한 예측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정보 종합상황실의 
SW/HW와 융·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랫폼 및 콘텐츠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함

바. 5년간의 KIOST 빅데이터 공통플랫폼 구축 및 분석, 활용, 표출기술 개발 이후, KIOST 
데이터사이언스 기반 해양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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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개발 목표 중점과제

1단계 
(2017-2018)

◦도입단계 :
  KIOST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반 마련 및 활용주제별 
  파일럿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및 업무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구축 및 운영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SAR영상 기반 선박 자동추출 기술 개발
◦AIS, SAR 통합형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국내해약 아리랑위성영상 수집, 분석
◦연안 활용성분석, 위성영상 전처리기술 개발
◦해양빅데이터 인프라 도입, 확충 방안 도출
◦빅데이터 기반 해무발생모델 개발방안 도출
◦기상, 해수유동 수치모델 분석
◦입자추적모델 검증 및 최적 추적기술 개발
◦기존 무인체 모니터링 기술 수집 및 분석
◦연안지형변동 예측을 위한 BD활용체계 설계
◦연안역 해수면상승 분석 기술 개발
◦표본위험지역 정밀지형도, 위험예측도 제작
◦인공지능 기반 수중글라이더 선단기술 개발
◦무인관측센서 장치개발 및 시범적용기술개발

2단계 
(2019-2021)

◦발전단계 : 해양연구 주제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술 개

발

◦정립단계 : 빅데이터 기술확보
  (논문, 특허) 및 운영체계 정립

◦확산단계 : 빅데이터 표출기술
  개발 및 연구활용 주제 확산

◦빅데이터 클러스터 확장 및 분석기술 개발
◦빅데이터활용기술, 표출기술 개발
◦빅데이터 예측자료 해양종합정보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SAR영상 실시간선박정보 자동추출기술 개발
◦SAR, AIS 통합 선박정보시스템 구축
◦연안정보 자동추출기술 개발
◦중,저,고해상도 위성영상 주제도 표출서비스
◦빅데이터기반 해무발생모델 고도화
◦해무예측모델 수립 및 서비스 기반 구축
◦부유 물체별 표류예측정확도 행상기술 개발
◦수색, 구조 및 유류유출 적용 기술 개발
◦무인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안지형변동 종합분석 방안 수립
◦침수범람 분석, 활용기술 개발
◦침수범람 예측, 표출기술 개발
◦이사부호 연계 글라이더 탐사(연안, 대양)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글라이더 개발
◦인공지능 기반 수중글라이더 선단기술 개발
◦무인관측센서 성능검증 및 관측체계 개발

[표 10] 추진 4단계별 중점연구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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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연구개발 과제 내용

중점 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1단계(‘17-’18)
도입단계

2단계(‘19-’21)
발전단계, 정립단계, 확산단계

KIOST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KIOST 빅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설계
- KIOST 빅데이터 파일럿 구축, 운영

-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 빅데이터 활용기술, 표출기술  개발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콘텐츠 연계, 활용기술 

개발

-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융복합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빅데이터 예측자료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콘텐츠 연계, 활용기술 개발

SAR영상, AIS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 SAR영상의 자동선박추출 기술 개발 
- SAR, AIS기반 통합 모니터링기술 개발
- 실시간 선박정보 추출, 활용기술 개발

- SAR영상 선박정보 자동추출기술 개발
- 실시간 AIS 선박정보 추출기술 개발
-통합선박정보시스템 구축, 활용기술개발

고해상도 아리랑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정보 추출기술 개발

- 아리랑위성영상 수집 및 분석
- 연안 활용성 분석, 위성데이터 전처리 
  기술 개발

- 연안정보 자동추출기술 개발
- 중, 저 해상도 영상 연계방안 개발
- 고해상도 위성영상 주제도 표출 서비스

해무예측기술 개발
-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방안 도출
- 빅데이터기반 해무발생모델 개발방안 

도출

- 빅데이터기반 해무발생모델 고도화
- 해무예측모델 수립 및 서비스 기반 
  구축

해양부유물체 
입자추적 기술 개발

- 기상, 해수유동 수치모델 분석
- 입자추적모델 검증 및 최적 모델
  개발방안 도출

- 물체별 표류예측정확도 향상
- 수색구조 및 유류유출 적용

무인체 활용 
연안지형변동

예측기술 개발

- 기존 무인체 모니터링 자료 수집, 분석
- 연안지형 변동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체계 설계

- 무인체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연안지형변동 종합분석체계 개발
- 종합분석 예측 모델링 연계방안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역
침수범람 예측기술 개발

- 연안역 해수면 상승현상 분석
- 표본 위험지역 정밀지형도, 위험예측도
  작성

- 침수범람 활용, 예측, 표출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실시간 
해양물리 관측기술 개발

-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로벌 글라이더
  선단기술 개발

- 이사부호 연계 글라이더 탐사
- 빅데이터기반 인공지능 글라이더
  운영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무인체계 활용 기술 

개발

- 무인관측센서 장치 설계 및 개발
- 무인관측센서 시범적용 기술개발

무인관측센서 성능검증 및 관측체계 개발

[표 11] 중점과제별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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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추진계획

제 1 절 기술개요서 및 소요예산

1. 중점과제 1 : KIOST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중점과제명 KIOST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기술정의
- KIOST 해양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기술, 해양 데

이터 특성별 분석알고리즘, 기계학습, 표출기법, 시각화 방법 등 해양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기술체계

요소기술

- 국내외 빅데이터 사례 분석
- 오픈소스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
- 오픈소스 기반 빅데이터 저장 및 병렬분산처리 기술
- 빅데이터 분석, 예측기술
- 빅데이터 표출, 시각화 기술
- 해양빅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분석 및 상세설계
- 빅데이터 구축,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분석
- 빅데이터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빅데이터 표출기술 개발

단계별 산출물

- KIOST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업무분석
- KIOST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설계보고서
- 빅데이터 기술분석 보고서
- 오픈소스 빅데이터 구축환경 소스파일
- 파일럿 구축 프로그램 및 전산파일
- 구축데이터(DB, 위성이미지, 공간자료, 
  data file, 문서, 응용콘텐츠 등)
- 빅데이터 서버시스템(클러스터) 장비
- KIOST 빅데이터 구축, 활용지침

-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보고서
-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보고서
- 분석 프로그램 전산파일
- 활용 프로그램 전산파일
- 빅데이터 관리, 활용 내규
- 빅데이터 TF팀 조직 및 운영
-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셋(HDFS)
- 분석, 활용시스템 장비
- 분석, 활용시스템(웹, 로컬)
- 종합디스플레이 장비

기대효과

- KIOST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구축
- KIOST 해양데이터 관리, 활용체계 수립
- 해양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공통플랫폼 마련
- 해양연구 분야별 빅데이터 발굴

- 빅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 데이터사이언스형 연구기법 도입
-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석 원천기술
- 지속가능한 해양데이터의 보존 체계
- 대내외 빅데이터 콘텐츠 서비스
-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체계

소요예산 6억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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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과제 2 :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콘텐츠 연계·활용 기술 개발

중점과제명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콘텐츠 연계·활용 기술 개발

기술정의 - 신청사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KIOST 해양빅테이터 플렛폼에서 
예측된 결과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콘텐츠 연계·활용 기술개발

요소기술

- 신청사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융·복합 시스템(KSOS) 구축 방안 마련
- 빅테이터 예측자료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디스플레이 시스템 활용 기술
- 빅테이터 예측자료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계 기술
- 빅테이터 예측자료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융·복합 지원시스템 활용 기술
- KIOST 해양빅테이터 예측자료의 해양정보 종항상황실 콘텐츠 연계·활용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융·복합 시스템(KSOS) 
구축 방안 마련

-빅데이터 예측자료의 해양정보 종합
상황실 콘텐츠 연계·활용 기술개발

단계별 산출물

-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디스플레이 시스템 설
계안

-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안

-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융·복합 지원시스템 
설계안

- 빅테이터 예측자료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콘텐츠 연계안

- 빅테이터 예측자료 종합상황실 연계 
프로그램

- 빅테이터 예측자료 종합상황실 활용 
프로그램

기대효과

- 신청사 해양정보 종합상황실 융·복합 시스
템(KSOS) 구축 상세 설계안 수립

- 예산 반영에 따른 순차적인 해양정보 종합
상황실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신청사 해양정보 종합상황실의 빅테
이터 플렛폼 및 표출시스템 구축
- KIOST 핵심 인프라로 국가해양과

학기술 선도

소요예산 2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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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과제 3 : AIS, SAR 분석을 통한 통합 선박 모니터링 기술 개발

중점과제명 AIS, SAR 분석을 통한 통합 선박 모니터링 기술 개발

기술정의 - 지상, 위성 AIS정보와 SAR 위성정보를 융합하여 선박의 항행정보 (선박 위치 및 속성 
정보) 등 광역 선박 모니터링 기술 체계

요소기술

- 실시간 위성AIS기반 선박항행정보 획득, 처리, 가공, DB저장, 융합, 표출 기술
- Sentinel-1, 2 C-band 위성 자동 자료 수신, 전처리, 선박탐지 기술
- 추출된 선박 정보를 전자해도 기반 viewer에 가시화 및 객체인식 기술
- 위성 선박정보와 소청초 지상 AIS 선박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 표출 기술
- 통합 선박정보 활용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실시간 위성 AIS자료 처리 기술 개발
- Sentinel-1, 2 C-band 위성 자동 자료 수

신, 전처리 기술 개발
- 소청초 지상 AIS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설계

- SAR위성영상의 자동 선박 추출 기술 
개발

- 실시간 위성 AIS 기반 선박 속성 정보 
추출 기술 개발

- 위성 AIS, 지상 AIS, SAR 기반 통합 선
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통합 선박 정보 활용 기술 연구

단계별 산출물

- 실시간 위성 AIS DB
- 실시간 위성 AIS 처리 S/W, 논문, 특허
- Sentinel-1, 2 위성 자동 자료 수신, 전처리 

S/W, 논문, 특허
- 소청초 지상 AIS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설

계 보고서

- SAR 위성영상기반 자동 선박 추출 
S/W, 특허, 논문

- 실시간 위성 AIS자료 기반 선박 속성 
정보 추출 S/W, 특허, 논문

- 위성 AIS, 지상 AIS, SAR DB
- 위성 AIS, 지상 AIS, SAR 기반 통합 선

박 모니터링 시스템
- 지역별 통합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활

용 분석 보고서, 논문

기대효과

- 기존 VTS 미관측지역 포함 광역 선박정보 
수집

- 유럽 SAR위성자료의 실시간 수집 기술 확
보

- 기 구축된 지상 AIS 시스템의 활용성 증대

- 유럽과 동등한 통합 선박 모니터링 시
스템 확보

- 해양 사고 시 빠른 선박 정보 제공
- 종합적인 선박 모니터링 정보 제공 및 

활용성 증대

소요예산 6억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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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과제 4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정보 추출 

중점과제명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환경정보 추출

기술정의 - 국내 해역 대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환경정보 (해안선, 연안 인공물, 양식
장, 해빙, 수심) 자동 추출 및 주제도 제공 기술체계

요소기술

- 국내 해역 대상 자국 아리랑위성 영상의 수집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전처리 기술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자동 연안 정보 추출 기술
- 중저해상도 위성영상과의 연계 기술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주제도 표출 및 서비스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국내해역 대상 자국 아리랑위성영상의 수집
- 자국 아리랑위성 영상의 연안 활용가능분석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전처리 기술개발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자동 연안 정보 
추출 기술 개발

- 중저해상도 위성영상과의 연계방안 개발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주제도 표출 및 

서비스 

단계별 산출물

- 국내 연안 대상 아리랑위성영상 촬영 영역 
및 영상 정보(Quick-look, 속성정보) 제공 
S/W

- 수집한 아리랑위성 파일 및 리스트
- 아리랑위성영상의 연안 활용 기술 분석 보

고서 (활용 결과물 샘플 포함)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기하보정 및 방사보정 

S/W, 매뉴얼, 논문, 특허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해안선, 양식장, 
연안인공물 자동 추출 S/W, 매뉴얼 및 
각종 알고리즘 기반 국내외 논문, 특허

- 중저해상도 위성영상과의 시범 연계 사
례 보고서 (해무, 해빙 대상)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연안정보 주제도 
검색 및 표출 S/W

기대효과

- 가용 아리랑위성영상의 신속한 검색 및 활
용 지원

- 자국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해양 활용 가능
성 및 한계 제시

- 해양 활용 특화 아리랑위성영상의 전처리기
법 제시

-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 연안 정보 자
동 추출 기술의 고도화

- 고해상도 연안환경 정보 제공
- 기존 해색위성과의 연계 기술 제공
- 자국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해양 활용성 

증대

소요예산 6억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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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점과제 5 : 해무예측 기술개발

중점과제명 KIOST 빅데이터 기반 해무예측 기술개발

기술정의
- KIOST 해양 빅데이터 기반 해무발생 모델 개발 기술
- 해무발생 요인 분석 및 해무발생 메커니즘 구현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모델 

프레임워크 수립

요소기술

- 빅데이터 분석, 예측기술
- 빅데이터 표출, 시각화 기술
- 해무 발생 요인 분석 기술
- 머신러닝 분석 기법 (지도/비지도 학습, 베이지안 분석, 딥러닝 등)
- 해양빅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해양과학 빅데이터 정보전산 인프라 도입 
및 확충 방안 도출

- 빅데이터 운영 시스템 개발 및 효율적 관리 
환경 구축 방안 도출

- 데이터 기반 해무발생 모델 개발 방안 도출

- 데이터 기반 해무발생 모델 고도화
- 해무예측모델 수립 및 서비스 기반 

구축

단계별 산출물

- 기압, 바람, 기온, 습도, 강우량, 시정, 현천 
등 기상자료와 수온, 해류, 염분 등 해양물
리자료 데이터 확보 및 DB 구축

- 해무 발생 요인 정량화
- 해무 발생 메커니즘 구현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모델 프레임워크 수립

- 머신러닝 분석 기법의 확장 (지도/비
지도 학습, 베이지안 분석, 딥러닝 
등), 모델 프레임워크의 확장을 통
한 빅데이터 기반 해무 발생 모델 
고도화

- 빅데이터 분산 처리/분석을 위한 오
픈소스 데이터 관리 플랫품인 하둡을 
이용한 저장 및 분석 플랫폼 구축

- KOOS 해양예측 모델 입력 연동
- 지속적 모델 러닝을 통한 파라미터 

업데이트 

기대효과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예측을 위한 정보 인
프라 구축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예측을 위한 정보 인
프라 구축

- 해양 재해·재난 예측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 해양자료 특성별 빅데이터 활용 요소기술 
도출

- 해양 재해·재난 예측을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
하는 기반 구축

- 해양 재해·재난 예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관리 하는 
기술을 개발

- 데이터 자동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융합 알고리즘 (클라우딩 시스템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계 모델
링 기법 개발 방안 도출

소요예산 6억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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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점과제 6 : 빅데이터를 이용한 입자추적시스템 개발 

중점과제명 KIOST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기술정의

ㅇ 현장 실험과 비교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입자추적 시스템  
   - 유동 및 기상 자료를 이용하는 입자추적 모델 결과를 표류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상황별 오차원인 분석 → 수치모델이 가지는 일정한 패턴의 오차들을 물리 요소별
로 세분화하여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수행 → 학습된 결과를 실제 입자추적
에 적용

요소기술
- 국내외 입자추적 모델 분석 
- 기상 및 유동모델 결과 수집 및 오차원인 분석 기술
- 입자추적 모델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한 기능향상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기상 및 해수유동 수치모델과 관측 자료의 
비교를 통한 오차원인 분석 툴 작성 
-입자추적모델 결과와 현장실험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입자추적 기술 개발  

-물체별 표류예측 정확도 향상 
-수색구조 및 유류유출 상황에 적용

단계별 산출물
- 수치모델 및 관측 자료 수집 서버 구축
- 현장실험 결과 획득 
- 신개념 입자추적모델 개발 

- 물체별 입자추적계수 표 
- 수색구조 및 유류유출 서비스 패키

지 

기대효과
- 입자추적 모델 정확도 향상 
- 입자추적에 통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해양

과학 활용분야에 기여 

- 수색구조 시 상황별 입자추적모델의 
합리적 체계 수립 
- 해경 등의 방재활동 지원 

소요예산 2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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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점과제 7 : 무인체 및 빅데이터 기반 연안지형 변동예측기술 개발 

중점과제명 무인체 및 빅데이터 기반 연안지형 변동 예측 기술 개발 

기술정의
- 연안지형 변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무인체와 해양빅데이터 플랫폼 활용하

는 요소기술로 무인체 운용 방법, 빅데이터 수집 방법, 자료 처리 방법 및 연안환경  
빅데이터 자료 분석 및 활용 방법을 연계하는 기술 체계

요소기술

- 기존 연안 모니터링 자료 현황 및 통합 방안 분석 
- 무인체를 활용한 연안지형변동 모니터링 자료수집 기술
- 기존 연안관련 자료와 무인체 모니터링 자료 연계 분석 기술
-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연안지형 변동요인 분석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기존 무인체(드론 및 수중 글라이더 등) 활
용 현장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분석 예비
연구를 통한 연안지형변동 예측을 위한 무
인관측 및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체계 설계

- 연안지형변동 무인체 모니터링 시스
템 개발
- 연안지형변동 무인체 운용체계 개발
- 연안지형변동 빅데이터 종합분석 체
계 개발 
- 종합분석결과 예측모델링 연계방안 
수립

단계별 산출물

- 연안지형변동 관련 기존자료 검증 및 DB 
구축 

- 무인체(드론)측량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를 위한 연구지역 조

사방법 디자인 수립
-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연안지형변동 

자료분석 방법 수립
- 지형변동 요인 분류

- 무인체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 무인체 시스템 운용관리 지침서
- 무인체 활용 현장조사방법 디자인 

보고서 
- 연안지형변동 빅데이터 분석 방법 

학술 발표
- 시범연구지역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

기대효과

- 무인체 현장활용을 통한 드론 제작 및 운용
기술 축적

-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자료수집 체
계 수립

- 연안지형변동 요인 분석 방법 발굴
- 해양 공간정보 빅데이터 자료 분석 방법 발굴

- 해양 무인탐사 관측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

- 연안침식 등의 연안재해 대응 강화
-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석 원천기술
- 대내외 빅데이터 콘텐츠 서비스
-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체계

소요예산 12억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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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점과제 8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역 침수범람 예측기술 개발

중점과제명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력 침수범람 예측기술 개발

기술정의 - KIOST 해양빅테이터 플렛폼 및 활용기술을 활용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 위험에 따른 연안역 침수범람 위험도 평가 예측 기술개발

요소기술

- 연안역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 해수면 상승, 침수범람 사례 분석 
- IPCC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안역 해수면 상승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범람 위험지역 선정
- 표본 침수범람 위험지역 육도-해도 정밀 지형도 작성 기술 
- 표본 침수범람 위험지역 빅테이터 분석, 예측 기술
- 표본 침수범람 위험지역 실시간 표출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역 해수면 상승 분석
- 표본 침수범람 위험지역 정밀 지형도 작성
- 표본 연안역 미래 침수범람 위험도 작성

-침수범람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침수범람 빅데이터 예측기술 개발
-침수범람 빅데이터 표출기술 개발

단계별 산출물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안역 해수면 
상승 예측자료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의한 표본 
침수범람 위험지역 선정

- 표본 침수범람 위험지역 정밀지형도 작성
- 기후변화에 따른 표본 침수범람 위험도

- 침수범람 빅테이터 활용 프로그램
- 침수범람 빅테이터 예측 프로그램
- 침수범람 빅테이터 표출 프로그램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연안
역 침수범람 위험도 작성기술 수립

- 미래 침수범람 재해위험을 예측하여 예방적 
대안수립

- 미래 침수범람 예측기술 고도화
- 침수범람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범람 대응 

원천기술 개발

소요예산 2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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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점과제 9 : 수중글라이더 및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해양물리 관측기술 개발 

중점과제명 수중글라이더 및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해양물리 관측기술 개발

기술정의 - 수중글라이더(수중드론)를 활용하여 실시간 해양물리 자료 전송 및 인공지능을 활용
한 모델링 오류 실시간 보정하는 기술 

요소기술

- 수중글라이더(수중드론, ROV 포함)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기술 
- 수중무인체 운용관리 기술
- 수중통신 및 실시간 자료 전송 기술
- 해양 빅데이터 & 수치모델링 자료 실시간 연계 분석 기술
-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양물리 자료 분석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수중글라이더 선단 
기술 개발

- 이사부호 연계 글로벌 글라이더 탐
사 수행
-연근해 및 대양 해역 연계 탐사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글라이더 운
용 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 글로벌 수중글라이더 선단 기술 체계 설계
- 글로벌 수중글라이더 선단 체계 개발
- 수중글라이더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 수중글라이더 운영체계 방안 수립
- 국제 인공지능 수중글라이더 네트워크 구

축 계획 수립

- 수중글라이더 운영체계 구축
- 국제(미국)공동 연구결과 보고서
- 인공지능 글라이더 운용 매뉴얼
- AI 수중글라이더 시스템 장비

기대효과

- 수중글라이더 운영 기술 축적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 해양무인체 기

술 확보
- 수중글라이더 운영 전문가 양상
- 인공지능활용 해양연구 체계 구축

- 무인기기 운용 원천기술 확보
- 인공지능 글라이더 응용 기술 확보
- 새로운 공간정보 및 시가화 기술 

확보
- 세계적인 해양예측 관련 과학논문 

생산

소요예산 20억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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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점과제 10 :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무인체계 활용 기술 개발

중점과제명 빅데이터 생산을 위한 무인체계 활용 기술 개발

기술정의
- 해양빅테이타 생산을 위한 해양관측용 해양드론 소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관

측장치 탑재체, 소형·경량의 관측장비, 관측장비 투하기술, 관측자료 송신 모듈의 기
술체계 수립

요소기술

- 무인체계 개발 및 활용 기술
- 해양관측 센서 기술
- 자료 실시간 전송을 위한 무선 통신 기술
- 원격 장비 무선 제어 기술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2021년까지)

단계(연도) 1단계 (2017~2018) 2단계 (2019~2021)

연구개발 목표 - 빅테이터 생산을 위한 무인 해양관측 체계 
소요 해양관측 기술 수립

- 무인체계를 활용한 해양관측 기술 
검증 및 빅테이터 생산

단계별 산출물

- 일회성 해양관측센서(XBT, XCP 등)를 투하
하는 장치

- 획득된 자료를 무선으로 실시간 송수신하는 
모듈

- 무인체계 시범 운용 결과

- 무인체계 활용 해양관측 기술 검증
- 무인체계 해양관측 센서 투하 장비 

고도화
- 무인체계 제어 및 자료송수신 모듈 

고도화
- 무인체계 활용 빅데이터 생산

기대효과

- 해양드론을 이용한 해양관측 활용분야 발굴 
및 관련 핵심기술 개발안 마련

- 장기간·장거리 체공, 탑재중량 증가 및 최소
형화 드론 개발안 마련

- 장거리 실시간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안 마
련

- 무인체계의 탑재공간에 적합한 관측
장비 및 센서의 최소형화 기술개발
안 마련

- 해양관측선과 해양드론의 통합 활용
으로 해양관측 범위 확대 및 연구 
예산절감

- 해양관측에 적합한 해양드론 활용 
관측기술 개발로 긴급해양 재난(적
조, 해난사고, 유류오염 등) 대응·감
시을 위한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에 
활용

소요예산 10억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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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 1 절 활용방안 

빅데이터 플랫폼
◦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주제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석 기술 지원
◦ 부산 신청사 해양정보 종합상황실의 융·복합 연구시스템 구축 지원

빅데이터 활용체계
◦ 해색 중 · 저해상도 위성영상과 고해상도 위성영상과의 연계 기술 제시
◦ 지상, 위성 AIS자료와 SAR 위성자료의 융합을 통한 통합 불법조업 선박 모니터링 기술지원 
◦ 빅데이터 기계학습 분석기반 해무 발생 메커니즘 구현 및 예측 활용
◦ 부유체 입자추적 수치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수색구조, 유류확산 예측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연안지형 변동 요인 분석 및 예측도 향상 연구 활용 
◦ 기후변화기인 해수면 상승 및 폭풍해일 위험에 따른 연안역 침수범람 위험도 평가 및 예측

빅데이터 생산체계
◦ 드론 및 수중글라이더를 이용한 KIOST 해양빅데이터 자체 생산 체계 구축, 운영
◦ 해양무인 관측체계를 통한 긴급해양 재난 대응/감시 지원 및 군 작전(해군) 실시간 지원
◦ 해양연구선과 드론의 통합 활용으로 해양관측 공간범위 확대 지원
◦ 수중드론 공간정보 분석 원천기술을 활용한 해양 물리 및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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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대효과 

◦ KIOST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및 기술 공유 체계 활성화 기여
◦ 빅데이터 처리, 분석기반 융합형 원천기술 내재화를 해양예측 모델개발의 활성화 기여
◦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해양정보 종합상황실의 융·복합 연구 기능 및 활용 방안 고도화
◦ AIS 정보분석을 통한 VTS 미관측 해역의 선박 모니터링 지원 기대
◦ 통합 선반운항정보 기반 중소형선박 탐지 기술의 고도화
◦ 해양순환모델, 운용해양시스템의 해양예측모델 정확도 향상에 기여
◦ 해무예측을 통한 안전한 해양레저, 효과적인 어업 활동,  여객선/항공기 연비 절감에 기여
◦ 입자추적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수색구조, 유류확산 예측의 정확도 향상 기여
◦ 해수면 상승기인 연안역 침수범람 예측을 통한 시설물, 인명의 안전확보 및 피해 최소화 기여
◦ 무인탐사 관측기술체계 수립 및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신속한 해양안전 및 재난 지원
◦ IoT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의 실용화로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양산업 활동 지원
◦ 저가형 드론 확보 및 운영기술 체계 확립을 통한 해양관측 비용의 효율성 제고 
◦ 해양관측용 해양드론 활용분야 발굴 및 핵심기술 설계 기대
◦ 장기간·장거리 체공, 탑재중량 증가 및 최소형화 드론 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산업계 발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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