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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적 분석
THE WHAT, WHY 
AND HOW

?



2 Introduction

 

데이터 시각적 분석.    
THE WHAT, WHY AND HOW.

 데이터 시각적 분석의 정의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

빅데이터 시대의 단순성

얼마 전 까지 우리에게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학습하고 이해하는 능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단순한 

정보의 양 보다는 관련성 높고 더욱 유용한 정보뿐만 이 아닌 양질의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이러한 필요성을 한 번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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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예측하고 빠르게 포착하여 향후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가용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01. 데이터 시각적 분석 : 데이터 시각적 
분석의 정의와 용도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 유형(정형/비정형), 

원본에 상관 없이 데이터를 시각적이고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이를 시각적인 그래픽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기존 명확하지 않았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볼륨이 크더라도 패턴을 손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도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탐색, 강력한 리포팅 및 유연한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 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는 조직 내에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빅데이터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비즈니스 및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 입니다.

어디에서든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누구와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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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  02.

우리의 뇌는 일상 및 비즈니스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 및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관리자는 매일 회사 데이터에 숨겨진 
모든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양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두뇌는 기존 해결 할 수 없었던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의사 결정자, 분석가는 물론 통계 전문가 및 데이터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분석 숙련도와 상관 없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개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T 팀은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을 보다 쉽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리소스는 부족한데 반해 데이터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한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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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시장 트렌드를 포착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1

2

3

4

03. 대기업 뿐만이 아닌 중소 규모의 
기업도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관리가 필요한 
4가지 이유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감춰져 있는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수익에 영향을 
주는 시장과 비즈니스에서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통해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시장의 
역동성(market’s dynamics)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업의 현재 위치를 
업계 트렌드와 비교하고, 가장 높이 평가된 제품의 기능을 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개발 
단계를 조정하고, 매출 정보를 소비자 선호도와 결합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매출과 마케팅 활동 효과가 높아지고 고객 경험이 
개선됩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은 손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쉽고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핵심성과지표(KPI) 역시도 공유의 대상입니다. 다양한 내부 및 
외부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단일 공유 소스에서 취합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보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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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분석: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 결정

 
 

04.

SAS  Visual Analytics는 가능한 신속하게 최고의 비즈니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AS  Visual Analytics는 고성능 분석 기능과 인메모리 기술을 결합한 것은 
물론, 편리하고 세련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분석과 인메모리 기술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 SAS  Visual Analytics의 모든 
혁신과 성능을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강력한 분석 기능이 지원되는 경우에만 시각화가 이뤄지고, 대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S Visual Analytics를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하면 사용자의 분석 
기술에 상관 없이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알아내고 예측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

®

®

®

SAS Visual Analytics —                                 . The What, Why and How데이터 시각적 분석



7

SAS  Visual Analytics는 분석 분야에서 전환점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샘플이나 클러스터만이 아닌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탐색하며,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케팅, 영업, 관리자, IT, 인사부(HR), 리스크 평가 등 회사 내 다양한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S  Visual Analytics를 통해 수십억 개 행을 단 몇 초 만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간단하면서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동하면서도 데이터와 정보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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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Visual Analytics 사용자의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TELECOM ITALIA

프랑크푸르트 공항

Telecom Italia Security Lab의 사이버 공격 차단

Telecom Italia의 Security Lab은 새로운 트렌드를 식별하고 위협의 징후를 예상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은 알려지지 않은 현상과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변화하는 트렌드를 밝혀 내는 것입니다.  SAS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통해 분석가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사하여 새로운 상관 관계를 밝혀내고, 새로운 현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AS   Visual Analytics를 통해 단 몇 분만에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도 있습니다. Telecom Italia가 SAS   Visual Analytics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를 

확인해 보십시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우수한 운영 및 전략 기획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매년 113개 국가로 5700만 명 이상의 승객과 200만 미터톤 이상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입니다. 공항의 많은 운항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업무를 운송회사인 Fraport AG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Fraport는 

SAS  High-Performance Analytics 및 SAS   Visual Analytics를 사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결정 지원 프로세스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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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abel의 고객 인사이트, 경쟁력, 운영 효율성 개선

ELECTRABEL

DirectPay의 보다 간편해진 채권 추심

DIRECT PAY

PSYCHIATRIC HOSPITAL CENTER OF LISBON

마케팅 예산을 쉽게 트래킹 하고, 직원 업무량의 균형을 맞추고, 맞춤화 된 마케팅 
메시지로 고객을 공략할 경우, 아마도 각기 다른 세 가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Electrabel GDF SUEZ는 SAS  Visual Analytics만을 활용하여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고품질의 데이터와 보고서를 훨씬 저렴한 비용에 더 자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니 노페(Danny Noppe), 리포팅 아키텍처 및 개발 부문 관리자

데이터 시각적 분석 덕분에 DirectPay는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위험과 상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irectPay는 고객 전체를 확인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고객별로 맞춤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리스본 정신병원의 빠르고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시각화와 데이터 탐색

포르투갈의 정신병원 CHPL(Centro Hospitalar Psiquiátrico de Lisboa)은 SAS Visual 
Analytics를 사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 탐색을 통해 보다 우수한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내부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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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 GROUP

Cope Group의 프로세스 최적화

 

GROUPE SANTIANE

GUARDA
CHE 
NUMERI

프랑스 최초의 온라인 건강보험 중개사인 Santiane는 SAS   Visual Analytics를 채택한 
후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계약 영업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Santiane는 
관리 팀(일반, 금융, 상업)에 SAS  Visual Analytics를 배포함으로써 PC와 태블릿에서 데이터 
탐색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roupe Santiane의 건강보험 계약 영업 최적화

Radio Popular SA가 소유한 스페인 라디오 네트워크인 Cope는 SAS Visual Analytics를 
활용해 다양한 부서의 데이터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Cope는 전략적 
정의와 의사 결정을 개선하여 운영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석 및 시각적 
데이터 탐색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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