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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부해요

1. ‘Big Data, 세상을 이해하는 비밀’ 프로그램은 Big Data와 Data Mining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법에 대해 다양하게 탐구해 보는 프로그램입니
다.

2. 본 프로그램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Data Mining을 통해 도출한 Big Data
의 시각화 기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도출해 낸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은 Data Mining을 통해 생활 속 Big Data에 대하여 조사, 분석
하고 시각화를 통해 다양한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본 프로그램에서는 Big Data의 시각화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친구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습니다.

Big Data, 세상을 이해하는 비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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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Data Mining과 시각화

학생용 활동지

1차시: Data Mining과 시각화

이 활동을 하면
¦ Data Mining을 이용해 SNS와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Big Data를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인터넷, 컴퓨터, 학생용 활동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은 약간의 의학 지식에 헌신의 정신만 있으면 간호사로 충분
하다고 생각했던 19세기에 Data와 수학을 사용하여 공중보건의 개념을 영원히 바꾸어버
림으로 시대의 판을 바꾼 혁신가였어요. 1853년에 발발한 크림 전쟁을 통해 왜 전쟁터에
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20만 명 중에서 사망한 21,097명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어요.

[크림 전쟁]

https://commons.wikimedia.org

[나이팅게일]

https://commons.wikimedia.org

그 결과, 대부분의 사망자가 작전 중 사망보다는 상처 후유증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
한 각종 질병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Rose Diagram이라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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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만들어 시각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통계 결과를 이해하고 데이터에 숨어있
던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나이팅게일이 사용한 Rose Diagram]

https://www.slideshare.net/neofuture/sds-n2
나이팅게일의 Rose Diagram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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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Data Mining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드러나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학교에
서 Data Mining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는 무엇일까요?

생각 펼치기
◆ 일반적인 설문지나 선거에서처럼 데이터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고 가공
할 수 있는 자료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선거에서 1번 후보 몇 표, 2번 후보 몇 표...
이런 식으로 형식이 정해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지요. 또한 학교에서 받은 여러분의
성적표도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선거 투표 용지]
https://m.blog.naver.com/nec1963/220205991221
반면에 그림, 문자, 음성 등과 같이 정해진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자료를 비정
형 데이터라고 해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사람들의 감성을 파악하고, 패턴 분석을 통
해 결과 뒤에 숨겨진 내면을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데이터이지만 내용이 방대하
고 데이터의 처리가 어려워 활용하기에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Big D
ata의 등장으로 우리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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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서는 글을 작성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 SNS 상에서
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SNS의 Big Data를 분석한다면 사
람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
셜메트릭스(http://www.some.co.kr/socialSearch.html)에 접속하여 현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는 생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http://www.socialmetrics.co.kr

연관어 맵을 통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연관어와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고,
여러분이 연예인의 매니저라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토론해봅시다.

https://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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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주고받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
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데이터랩(http://datalab.naver.com/keyword/sectionSearch.naver)에 접속하
여 검색어 트렌드를 파악해볼까요?

https://datalab.naver.com/
지난 1년 동안 40대 여성들이 독감을 검색한 결과를 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모둠의 친구들과 함께 설명해보세요.

https://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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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글을 분석한
다면 우리는 문헌과 정보매체와 같은 Text에서 보다 반짝이는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Text DATA에서 사람들의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방법을 Text Mining이라고 해요. 감각적
인 워드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Tagxedo(http://www.tagxedo.com/)에 접속하여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해볼까요?

http://www.tagxe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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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지금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보
이시나요? 데이터가 전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로 통찰력을 줄 수도 있어요. Big Data 시대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다
양한 분석 결과를 모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시각화(Big Data Visualization)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분석에서 나타난 정보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Big Data의 시각화는 대규모 데이터를 색채, 그래프,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 보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윈디(https://www.wind
y.com)라는 사이트는 전통적인 기상정보를 보다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
다 흥미롭고 빠르게 기상 정보를 습득하고 미래의 기상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어요.

[기상청 분석 일기도]
http://www.kma.go.kr

[윈디(Windy) 기상정보]
https://www.windy.com

윈디 기상정보를 기상청의 분석 일기도와 비교하여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하는 데 더 효과적일지 모둠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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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램(https://infogram.com)에 접속하여 텍스트, 사진, 아이콘 등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을 제작해봐요.

https://infogram.com/

생각 되돌아보기
◆

여러분은 오늘의 수업을 통해 Data Mining과 이를 통해 얻어진 Big Data를 효과적으
로 시각화하는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Data Mining을 통해 우리 주변의 생활에
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DATA를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Big Data에서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전략을 만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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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마부작침(磨斧作針)1.산출물을 작성해 볼까?
마부작침(磨斧作針)2.이제 산출물을 발표하자.

학생용 활동지

2~3차시: 마부작침(磨斧作針)

이 활동을 하면
¦ Big Data의 시각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스마트폰, 태블릿 PC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 각 모둠별로 빅데이터를 마이닝 한 후 시각화한 자료 또는 구글 퓨전테이블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봅시다.
1. 하루 24시간의 일과 http://flowingDATA.com/2015/12/15/a-day-in-the-life-of-americans/
2. 직업군에 따른 시간대별 움직임 알아보기 http://flowingDATA.com/2017/05/17/american-workday/
3. 당신의 사망원인은 무엇일까요? http://flowingDATA.com/2016/01/19/how-you-will-die/
1. 하루 24시간의 일과

2. 직업군에 따른 시간대별 움직임 알아보기

3. 당신의 사망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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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뮬레이션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이유를 써보세요. 내 선택에 대한 친구들의 생
각도 적어보세요.
시뮬레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선택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은?

생각 키우기
♠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보험을 설계하는 ‘For me 보험족’이 늘고 있
는데 앞으로는 어떤 보험 상품이 인기가 있을까요?

♠ 창업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인기가 많을까요?

◆ 주어진 세 가지의 주제 중 한 가지를 모둠별로 선택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작성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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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1
◆ [활동1] 모의 국민내각을 만들어 국민의원으로서 의안 발의해보기
1. 빅데이터를 마이닝 한 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여론과 민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
해 국민의원으로서 의안을 발의해 보도록 합시다.

2.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여론∙민원 또는 의원의 필요성 인식
(2) 의원의 법률안 기초
(3) 법제실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4) 발의자 포함 의원 10인 이상 찬성
(5) 의장에게 제출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12811
https://www.soompi.com/2017/03/30/infinite-challenge-faces-potential-broadcast-injunctiondue-alleged-political-bias/
https://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2006739/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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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안 발의문 작성하기 [양식1 참고]
[양식1] 입안 발의문
의안명

발의정보

의안원문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연혁

건

관련정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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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예산

의안원문
첨부파일

<예시> 정부입법지원센터- 청년기본법안 (기획재정부 2017.4.13. 발의)

청년기본법안

의안명

발의정보

박주민의원 등 26인, 제2007626호(2017.6.27.),

의안원문

제35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

제안이유
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
으나, 정부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
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
치함(안 제12조).
마.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청년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
여회의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
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시
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31조).
자.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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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부
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마.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청년 등을 대표하는 사람
을 포함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여회의를 둠
(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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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음(안 제2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31조).
자.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에 제출함(안 제32조).

생각 펼치기 2
◆ [활동2] 자신을 위한 보험 설계해보기 ‘For me 보험’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당신의 사망원인은 무엇일까요?( How you will die?)’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나를 위한 미래형 보험인 ‘For me 보험’을 설계해보자.

<신문기사1>
죽어서 보험금이 무슨 소용…보험도 포미(For Me)족 확 늘었다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포미(For Me)족’이 늘고 있다.
인생 백세시대,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자신이 죽은 뒤에 유족이 타는 사망보험금
보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이 점차 매력을 잃어가면서 가족을 주 타깃으로 삼는 생명보험 시장
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사망’보다 살아 있을 때 보장
종신보험을 필두로 한 과거의 생명보험은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가입의 기본 구성단위였
다. 보험은 가장의 사망에 대비해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인식됐다. 그
러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명보험도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
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에 대한 성향조사를 살펴보면 먼 미래의 일 보다는 현재
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위험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제14
차 생명보험 성향조사(2015년)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종류는
질병보험(81.8%)으로 조사됐다.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 질병보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 실손의료보험 가구가입률은 3년 전에 비해 9.6%포인트
상승한 반면, 사망보험 및 상해ㆍ재해보험의 가구가입률 등은 하락했다. 향후 가입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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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도 연금보험(33.5%)과 장기간병보험(29.6%), 질병보험(23,3%) 등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추가될 경우 연금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24.0%를
기록했고, 특히 20대(47.4%)와 30대(50.7%)에서 높은 가입의사를 보였다. 이처럼 사후 보장
에서 사전 보장으로 보험가입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생존 보장이 추가되거나 연금 전환이 가
능한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 대세가 되고 있다.
▶ 보험도 ‘포미(For Me)족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1985년 6.9%에서 2015년 27.1%로 급증하며 고령화와 함께 보험
소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질병보장 보험에서 포미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가입률이 각각 1.8%와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질병보장 보험 가입의
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20대 21.2%, 30대 18.7%가 그렇다고 답해 40대 이상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는 소비를 한다고 포미족으로 불리
는 이들을 겨냥한 상품 트렌드는 선진 보험 시장인 일본에서는 나타난 지 오래다.
일본의 생명보험사인 ‘라이프넷(Lifenet)’에 따르면 1인 가구 또는 무자녀 부부의 보험 수
요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가족의 보험 수요는 오히려 감소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살아 있을 때 보장받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또 혼자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싱글족이 많아
지면서 이를 겨냥한 상품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연금전환 종신보험들은 노후에 새로운 연
금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망보험금보다는
노후생활자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기사 2>
포미(For-Me)족을 위한 보험, 꼭 필요한 질병보장으로 구성된 '현대라이프 ZERO' 인기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1985년 6.9%에서 2015년 27.1%로 급증하며 영향력 있는 소비
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는 소비하는 '포미(For-Me)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위해 편의점부터 주식투자까지 맞춤 상품을 쏟아내고 있고, 전통적인 가족을
주 타깃으로 삼는 생명보험 시장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 가입률은 질병보장 보
험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대비 0.6%가 증가한 수치로 연금보험과 종신보
험은 각각 6.2%, 3.4%가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20~30대의 가입률이 각각 1.8%, 1.5%
상승해 눈에 띈다. 포미족의 대부분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
추후 가입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20대 21.2%, 30대 18.7%가 질병보장 보험에 가입할 의향
이 있다고 답해 40대 이상 연령대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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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필두로 한 과거의 생명보험은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가입의 기본 구성단위였다.
대부분 보험을 가장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가족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자 의무
로 인식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
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생명보험도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수단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한정된 소득으로 나를 위해 다양한 소비를 하
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보다 당장 현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에 대비
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라고 여긴다. CI 선지급형 등 생존 보장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종신보
험이 대거 출시된 것도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이다.
선진 보험 시장인 일본에서는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난 지 오래다. 일본의 생명보험사인
'Lifenet'에 따르면 1인 가구 또는 무자녀 부부의 보험 수요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으
나 자녀가 있는 가족의 보험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Lifenet'은 이 트렌드에 맞춘 상
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왔는데, 13년 대비 15년 사망 보장 상품의 가입률은 소폭 하락한
데 비해 질병과 상해 보장 상품의 가입률은 33%에서 36%로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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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보험 설계서 양식
보험명

제안자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가.

주요내용

관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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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3
◆ [활동3] Start Up!! 새로운 사업계획안 설계해보기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말하길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통해 스토리보드 구성표[양식3]와 사업계획서[양식4]를 만들어서 창업의 꿈에 도전해 보자!!
1. 사업계획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사업계획서는 사업, 사업의 목적 및 전략, 표적 시장, 재무 예측 등을 기술한 문서이다.
사업계획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외부자금을 확보하고, 성공을 측정하고, 운영요건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재무 예측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계획을
세우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구상하여 성공 가능성
을 최대한 높일 수도 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자에게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며, 내부 임직원에게 회
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투자자와 협력사가 우
리 회사와 함께 했을 때의 이익에 대해 설명, 설득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2.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1) 요약(사업개요)
- 사업의 기본에 대해 설명하는 다른 부분들의 요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읽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끝까지 읽어보게 할 만큼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2) 사업 기회 설명
- 제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성
-

경쟁자에 대한 이점

-

사업의 주요 목표
(3) 사업계획서의 마케팅 및 영업 전략

-

누가 고객인가?

-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누가 경쟁자인가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4) 조직
(5) 운영
(6) 사업계획서의 재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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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 사업 계획서 작성 스토리보드 구성표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인가?

무엇을 가지고 잡을 것인가?

어떻게 잘 돈을 벌 것인가?

(고객, 시장)

(제품,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 구축)

왜 나만이 잘 버는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재무적 결과는?

(기술, 제품, 기타 독특성)

(전략 수립)

(추정 재무와 손익분기점)

위험은 없는가?

최종 마무리와 사업성 결론

(risk 관리)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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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시> 스토리보드 구성표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인가?

무엇을 가지고 잡을 것인가?

어떻게 잘 돈을 벌 것인가?

(고객, 시장)

(제품,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 구축)

왜 나만이 잘 버는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재무적 결과는?

(기술, 제품, 기타 독특성)

(전략 수립)

(추정 재무와 손익분기점)

위험은 없는가?

최종 마무리와 사업성 결론

(risk 관리)

(요청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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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4]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명

제안자

설립목적 (창업동기)

문제점

시장
분석

해결(솔루션)

경쟁업체

마켓사이즈

왜 지금인가?

회사만의 강점

비즈니스 모델
(판매방식, 생산방식)

홍보전략

자금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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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자신들의 모둠에서 작성한 산출물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 2분간 질의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볼까요?

◆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통해 Data Mining 작업에 기초한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들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각 모둠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투표지에 표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과반수가 찬성한 안건에
대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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