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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사회과학하기:

자료기반의 변화와 분석전략의 재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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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사회과학하기의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이 글에서는 이론-방법-자료를 꼭짓

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구도를 사회과학하기의 기본 틀로 잡고 논의를 시작하여, 빅데이터가 가져

온 자료기반의 변화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분석전략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에서 자료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동안의 변화 추세, 그리고 빅데이터의 출현을 가져온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료의 양과 질에 있어서의 변화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것이라는 점을 

짚고, 그 연장선상에 빅데이터의 출현도 자리매김한다. 빅데이터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사회과학

의 시제품 역할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구글 독감추세예측 서비스를 취사

선택의 필요성과 근거, 방향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유용한 실제 사례로 검토한다. 이 논의들을 

원론적 사회과학하기의 틀 안에서 다시 정리하고 이 비판적 검토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제

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글머리에 제시한 삼각구도의 요소들 각각의 내용과 상대적 비중, 그

들 간 연결의 구조와 방향 등은 재조정되어야 하겠지만, 크게는 이 기본 틀의 개조와 확장을 통해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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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볼만하다는 마술 기술들은 모두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플렛지(Pledge)”라
고 부르는 내어놓기가 그 첫 번째 단계로 카드 뭉치나 비둘기 또는 사람 같은 

일상적인 것을 내어놓는다.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진짜인지, 손 댄 곳은 없는지, 
정상적인 것인지 잘 살펴보라고 한다. 물론 대개 그것들은 보기와는 다르다. 두 

번째 단계는 “턴(Turn)”이라고 부르는 바꾸어 놓기다. 마술사가 그 일상적인 것

들을 무언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 단계에서 보고 있던 사람

들은 마술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하지만 답을 찾지는 못한다. 제대로 보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구태여 답을 꼭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마술에 속아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뭔가를 사라지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되돌려 놓기까

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마술에서 가장 어려운 “프레스티지(Prestige)”
라는 세 번째 단계다.

―크리스토퍼 프리스트(Christopher Priest), 프레스티지(The Prestige) (1995)

매년 ‘사회구조연구’라는 과목을 강의한다.1)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사회과학은 이

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강의이다. 그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메시지 중의 

하나가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론, 방법, 자료가 모두 필요하고, 이 세 요소가 서로 

잘 맞물리고 어울려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룰 때 가장 힘 있는 사회과학 연구의 짜임

새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2) 그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삼각형(三角形) 

정립(鼎立)모형의 기본적인 틀은 기존의 여러 방법론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내 강의에서처럼 방법과 자료의 현실적 비중이나 능동적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

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Duncan, 1984), 이 세 요소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대부분 이론이다(Babbie, 2012). 세 요

소 간의 관계에 주목해 그 중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요소들도 따라 변화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낸다는 동태적인 시각을 취할 때에도, 이 순환고리의 시작과 

1) 강의의 영어명은 “Making an Argument for Social Structure”이다.
2) 사회학 분야로 한정해 본다면, 이런 선순환의 성공적 사례로는 지위획득모형(Status Attainment 

Model)의 위스콘신학파, 조직생태모형(Organizational Ecology Model)의 스탠포드학파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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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이론이라는, 또는 이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다.3)

이런 입장을 축약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돌을 쌓아 집을 만드는 것처럼 

과학은 사실(자료)로 만들어 진다. 그렇지만 돌무더기가 집이 아닌 것처럼 사실(자

료)의 더미가 과학은 아니다”라는 19세기의 과학자 앙리 프앙카레(Henri Poincaré)

의 말이다(2011[1901]).4) 물론 돌이 많으면 그만큼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생

기지만 그 자체가 좋은 집을 짓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돌이 많아질수록 그것

들을 어떻게 쌓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즉 자료를 연결하는 틀과 조직하는 시각이 ―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이론과 방법론이 ― 여전히 핵심이라는 말이다(Abend, 

2008; Hunt, 1985).

비록 교과서적 규범에 그치는 것이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하기의 원칙

을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세대들에게 ‘빅데이터(Big Data)’를 둘러싼 최근의 논

의는 그저 낯선 정도를 넘어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한편에는 그동안의 많은 실리콘

밸리발(發) “혁명적 신기술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장광고 싸이클”을 타고 반짝하다

가 곧 철 지난 유행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있다.5) 새로운 것에 대한 막

연한 호기심과 기대, 몇몇 성공사례에 근거한 확대추론이 뒤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망원

경이 천체의 세계를, 현미경이 세균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준 것처럼, 빅데

이터가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모르고 있던 방식으로 인간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널리 퍼져 있다(Lazer, Pentland, Adamic, Aral, Barabási, 

Brewer, Christakis, Contractor, Fowler, Gutmann, Jebara, King, Macy, Roy, and 

Van Alstyne, 2009). 그러나 그 새로운 시대가 “자료가 스스로 말하고, 따라서 이론

3) 즉 이론이 “primus inter pares (first among equals)”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입장을 가장 전형

적으로 표현한 것이 배비(Earl Babbie)의 대표저서인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이다. 1975
년 처음 출간된 이후, 학부 방법론 과목에 교과서로 널리 쓰이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13
판이 2012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내에서도 2007년과 2013년에 사회조사방법론이란 제목으

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Science is built with facts as a house is with stones ― but a collection of facts is no more 

a science than a heap of stones is a house.
5) 가트너(Gartner)사에서 제시한 “과장광고 싸이클”의 다섯 단계라는 틀로 보면(www.gartner.com/ 

technology/research/methodologies/hype-cycle.jsp) 빅데이터는 지난 몇 년간 두 번째 단계인 과

잉기대의 정점(Peak of Inflated Expectation)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014년에 들어서는 그 다

음 단계인 내리막 길(Trough of Disillusionment)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느낌도 든다(Fenn and 
Raskin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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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필요해지는”, 과학하기의 틀이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모양의 

것일지는 분명치 않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만들어 내는 현재의 “소란”(이재현, 

2013)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빅데이터라는 현상, 그리고 그 출현의 배경에 있

는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사회과학

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 시각에서 따져보는 차분한 자세이다. 

빅데이터의 가능성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되 거품은 빼자는 말이고,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지 아니면 새로 써야 할지를 판단할 기회로 삼자는 말이다. 

빅데이터와 사회과학하기의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

와 관련된 다른 측면들, 즉 기술‧공학적 측면이나 산업·경영적 측면, 그리고 사회‧문
화적 측면들에 대한 내용은 깊이 다루지 않는다. 크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련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측면들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소개문헌에 미루고자 한다(매일경제 기획팀·서울대 빅데이

터 센터, 2014; 시로카 마코토, 2013; 정우진, 2013; 함유근·채승병, 2012; Smolan 

and Erwitt, 2012; LaValle, Lesser, Shockley, Hopkins, and Kruschwitz, 2011).

아래에서는 이론-방법-자료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구도를 사회과학하기의 

기본 틀로 잡고 논의를 시작하여, 빅데이터가 가져온 자료기반의 변화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분석전략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사회과학에서 

자료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동안의 변화 추세, 그리고 빅데이터의 출현을 가져온 배

경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자료의 양과 질에 있어서의 변화가 오랜 기간 계속

되어온 것이라는 점을 짚고, 그 연장선상에 빅데이터의 출현도 자리매김한다. 빅데

이터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사회과학의 시제품 역할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구글 독감추세예측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제3절을 구성한다. 취사

선택의 필요성과 근거, 방향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유용한 실제 사례이다. 앞의 두 

절에서 논의하고 검토한 내용을 원론적 사회과학하기의 틀 안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

이 제4절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판적 검토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물론 세 요소 각각의 내용과 상대적 비중, 요소 간 연결의 구조

와 방향 등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크게는 이 기본 틀의 개조와 확장을 통해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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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어놓기(Pledge) 

1. 사회과학의 전통적 자료기반

사회구성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의 사회조사는 현대 사회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사회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과학하기의 삼각형 구도에서 일

차적 원료로서 물적 기반의 역할을 하고(한신갑, 2012), 계량적 분석방법과 짝을 이

루면서 전후(戰後) 실증적, 경험적 사회과학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다

(Hunt, 1985). 이 틀이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사회과학하기의 기본적인 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발간된 미군 병사들: 병영생활에의 적응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사회심리연구, 제1권)(Stouffer and Suchman, 1949)은 전후 미국 사회과

학의 전범(典範)으로 꼽힌다(Ryan, 2013). 현대적 자료와 방법의 조합이라는 기본 

틀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초기의 사례로 그 뒤를 따른 많은 연구들에게 새로운 가능

성의 지평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설문자료의 기록, 정리와 분석에 당시로서는 최

첨단의 전산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이 그렇고, 전시(戰時)라는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것일 수는 있지만, 대규모의 자원동원과 조사대상 집단의 접근가능성을 활용해 오십

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조사했다는 점도 그렇다. 책임연구자였던 스토퍼도 이 연구

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책의 서문에 “사회심리학이나 사회

학 분야에서 단일 연구로는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크고 풍부한 규모

의 자료(“a mine of data”)를 앞에 두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Stouffer and Suchman, 

1949: 29-30).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기술들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간다. 그러나 

자료의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곧 현실적 제약, 특히 비용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Dillman, Smyth, and Christian, 2009). 당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표집을 통

한 조사방법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확

률표본 추출’이라는 통계학적 기본 틀을 연결고리로 하여 자료의 계량화와 자료수집 

방법의 체계화를 이루어 간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도 자료의 크기 자체는 상대적으

로 덜 강조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에 걸쳐 집약적으로 진행된 이 발전과정에서 자료

수집 방법의 체계화를 통해 자료의 대표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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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자료는 이런 표집의 틀을 통해 만들어진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미국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아 미국여론조사연구소

(NORC)가 1972년부터 정기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틀이다. 이 조사는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1,500명 정도의 표

본으로 미국사회 전체를 관찰하고, 또 그 변화를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추적해왔다

(Smith, Marsden, Hout, and Kim, 2013).6) 국내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표본조사인 

<한국일반사회조사>(KGSS)를 통해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7), 이 틀을 공유

하는 여러 나라들이 포함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을 통해 국제비교도 가능

하다.8) 물론 표집을 통한 자료수집의 전형으로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각종 

여론조사이다. 일억 오천만 명이 넘는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천 명 안팎의 표본

을 가지고 오차범위 5% 내에서 결과를 예측해내는 선거여론조사의 예에서 보듯 이 

방법의 효율성은 놀라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자료의 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생기는 제약에 대한 지적과 

그 해결책의 하나로 대규모 자료(‘large-scale dat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규모는 지

속적으로 늘어났고, 그 추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큰 규모의 자료는 사회과

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더 상세하고 복잡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1990년 미국 학술원에서 내놓은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의 최첨단이란 책에 실린 

한 보고서는 이 변화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Miller, Davis, Clubb, Russett, 

David, and Morgan, 1990: 588- 589). 첫째, 통시적 변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패

널조사나 연속횡단조사와 같이 누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복을 통한 시간적 확장이다. 둘째는 인간행동의 복잡성/복합성

(complexity)이다. 사회과학자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현상들이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

으로 관련되는 것들이고, 그 요소들 각각도 다수의 변수로 측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

6) www3.norc.org/GSS+Website
7) www.kossda.or.kr
8) www.issp.org/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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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점차 변수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료의 크기도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앞의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이렇게 변수의 수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방법론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작은 규모의 표집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소수(또

는 하위)범주집단이나 희귀특정사건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의 규모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세 번째 이유이다. 네 번째 이유는 앞의 것들과는 좀 다른 차원

의 것인데, ‘관성적 첨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현대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귀납적 

구조가 현존하는 변수를 현상의 설명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새로운 변수를 계속 추가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 프로그램 간

의, 특히 시계열적 비교를 가능하게하기 위한 측정연속성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이런 

관성적 첨가의 추세는 지속되고, 그 결과 자료의 규모는 계속 불어나게 된다. 이런 

다양한 기제들이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작동하면서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계속 자료의 규모를 불려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자료의 대표적 예로 제시된 <일반사회조사>, <전국선거

연구(National Election Studies)>, 그리고 <소득변화패널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규모의 확대는 그 전부터 있어온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의 근본적인, 전통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점진적

으로 이루어졌다.

2. 빅데이터의 등장과 자료기반의 변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97년을 빅데이터의 시발점으로 본다면 그 

무렵 이후의 특기할 만한 사항들은 뒤에서 제시할 <그림 1>의 연대표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

는 기본적인 이슈들은 선명하게 나타난다. 비록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아직 생

겨나기 전이지만 정보량의 급속한 증가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보폭발(information explosion)”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1940

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여러 영역에서 이 현상이 

포착되고 있었던 것이다(Gleick, 2011).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그를 통해 부수적으로 파생되고 축적되는 정

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더 커져 갔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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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1961년 프라이스

(Price)가 보여준 과학분야 학술지와 논문의 수에 있어서의 증가추세와 1997년 레스

크(Lesk)가 보여준 전자매체에 담긴 정보량의 증가추세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것이라는 점은 그런 면에서 시사적이다(Lyman and Varian, 2000; Pool, Inose, 

Takasaki, and Hurwitz, 1984).

하지만 최근의 정보량 증가추세는 단순히 증가라고 부르기에는 그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 기존의 그것과 너무나 달라 자료의 “쓰나미”라고 부를 만큼 기존의 도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것이 되었다(Mayer-Schönberger and Cukier, 2013; Berry, 

2011).9) 이처럼 빅데이터라는 별도의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질 정도로 자료기반의 

물적 토대가 바뀌는 데 원동력을 제공한 것은 디지털 혁명이다. 저장매체의 고용량

화, 저비용화가 이루어지고,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자료수집 기기가 소형화, 저렴화, 

보편화되고, 네트워크의 보급‧확산과 고속화로 정보의 이동과 수집이 활성화되었으

며, 연산능력이 향상되고,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자료처리 기술이 발달하는 등 빅데

이터의 등장 배경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 모두에서 일어난 기술환경의 진

화가 자리 잡고 있다. 다분히 기술결정론적으로 들리지만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자료

의 역할과 비중을 바꿔 놓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규모는 빅데이터를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

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크기 자체로만 본다면 빅데이터 시대 이전에도 

큰 규모의 자료는 존재했다. 문제는 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진 자료의 성격이다. 

즉, 예전과 같은 형태와 내용의 자료가 단순히 양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

게 늘어나는 자료들이 그 원천과 생산방식, 구성과 사용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것이라는 질적 변화의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측정되고, 기록되고, 

저장된다. 바로 이 점이 자료의 질적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이런 자료의 대부분은 일

상생활에서의 부산물로 나온다. 별다른 생각없이 이메일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품

을 주문하고,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남기게 되는 전자흔적들(‘digital traces’)이 

9)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규모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에 대해 딱히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2년의 논의들을 보면, 단일 자료의 규모가 수십 테라바이트(terabyte [TB] = 1012 
bytes = 1000 gigabytes)를 넘어서서 수 페타바이트(petabyte [PB] = 1015 bytes = 1000 terabytes)
에 이르는 경우들이었다. 참고로 1993년에 인터넷을 통해 움직인 정보의 연간총량은 100TB 정
도였던데 반해 2008년 추정된 규모는 초당 160TB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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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를 “데이터 배기가스”(data 

exhaust)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처럼 인간의 활

동이 남기는 흔적이라는 뜻이다. 인위적 개입에 의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

학 자료와 차별화된다. 그 결과 자료의 형태도 지금까지처럼 정형화된 것뿐만 아니

라 이런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연언어 텍스트,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위치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적인 자료까지 포함하게 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들의 경우처럼 이 자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는 수집할 수 없었거나, 수집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수집은 하더라도 분석할 수단

이 없어 버려지던 자료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자료를 만들어 낸

다.10) <그림 1>에 표시한 사건들은 이런 점에서 특기할 만한 것들이다. 

이처럼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지자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보는 

적극적 시각이 나타나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료의 성격 자체가, 또는 자료의 정

의 자체가 변했다고 본다. 새로운 복합체로서의 빅데이터에서 그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또는 그로 인한, 질적 변화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

게 만들어진 자료는 미시 수준에서나 거시 수준에서나 종래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즉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분석을 가능

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또 기술환경의 변화추세가 앞으로도 더 큰 규모로, 더 빠른 

속도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생산되는 자료의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Lazer et al., 2009).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양적으로, 질적

으로 변화하면, 그것에 맞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빅데이터 시대의 분석전략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롭고, 중요한 현상인 것은 분명하고, 

10) 빅데이터를 정의하면서 흔히 사용되는 3Vs(Volume, Variety, Velocity)는 이런 양적, 질적 변화

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다(함유근‧채승병, 2012; Lane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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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이렇게 기존의 자료와는 양적, 질적으로 달라진 자료를 어떻게 포착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빅

데이터가 기존의 자료에 기반한 관찰대상의 구성, 연구문제의 설정, 분석도구의 사

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만큼 그것들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생기게 

되고, 이는 다시 어떻게 사회과학을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빅데

이터란 개념을 보다 넓게 이해하고 사용하자는 입장은 바로 이런 맥락에 근거한다. 

즉, 빅데이터는 단순히 새로운 자료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것의 출현이 야기하는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라는 복합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체계적 방법론까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이상구, 2014; 이재현, 2013; Macy and Golder, 2014; Kitcin, 2014; Lazer 

et al., 2009).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빅데이터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바뀌는가

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자료규모(“More”), 자료구성(“Messy”), 

분석준거(“Good Enough”)(Mayer-Schönberger and Cukier, 2013). 이 세 가지는 서

로를 지원하고 증폭시키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첫 번째는 자료의 양적인 

측면이다.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규모와 정확도로 수십억 인구의 일상생활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를 통해 기존의 표집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소수하

위집단들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관찰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두 번째는 자료의 구조와 구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빅데이터는 예전의 자료

처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축약되고 정리된 자료가 아니다. 이는 빅데이터의 엄청

난 규모 자체가, 또 자료의 생성과정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하고, 이 자료

가 실제 세상의 복잡다기함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측면

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전의 작은 규모에서만 가능했던 엄밀한, 통제된 정확성을 더

는 요구할 수도 충족시킬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어보면, 즉 이런 단점

에 집착하지 않고 빅데이터의 장점에 주목한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화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가 그동안 사회과학 연구의 틀

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 준거가 되었던 인과관계로부터 상관관계로의 방향전

환이다. 한편으로는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직접적이 된 자료와 그를 다룰 수 

있는 향상된 연산능력에 힘입어 상관관계 자체가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고, 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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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빠르게 생산‧축적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상관관계가 그 입지를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즉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자료의 출현으로 인한 자료기반의 변화가 사회과학하기

의 틀을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게 되고, 따라서 분석전략도 새로운 방식

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체제변혁적인 주장이다. 이런 입장의 선봉에 선 것이 앤

더슨(Anderson, 2008)이다. 앤더슨은 이제 이론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한다. 지난 

시대를 조건지웠던 물질적, 기술적 제약들이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기계학습과 인공

지능에 의해 사라진 “페타바이트의 시대(Petabyte Age)”에는 이론에 근거한 가설과 

모형을 중심으로 짜여졌던 전통적 과학하기의 틀(Box, 1987)이 불필요해진다는 것

이다. 이제 자료 자체가 과학하기의 중심에 서게 되고 다른 요인들은 그것에 종속되

는 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론적 대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축은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의 (역)전환이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지속되어온 ‘과학적 방법’의 작동구조는 관찰

된 자료로부터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결론을 엄밀한 사고

를 통해 도출해내는 과정으로서의 인과관계 추론(causal inference)을 중심에 두고 

있다(Hume, 1978). 1850년대 런던의 콜레라 창궐이 오염된 우물을 식수원으로 사용

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힌 스노우(Snow, 1855)의 연구가 이런 방법의 가

장 고전적인 전형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기본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원인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고, 그 기제를 제시하는 이론적 논의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Blossfeld, Golsch, and Rohwer, 2007; Marini and Singer, 1988). 따라

서 이 기존의 틀에서는 인과관계가 자료에서 경험적으로 찾는 상관관계보다 한 단계 

위에 놓인다.

이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따라서 벗어나야 한다는 급진적 빅

데이터 주창자들의 입장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에 인용된 앤더슨

(Anderson: 2008)의 주장이다.

사람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누가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점은 사

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며, 이제 그 행동들을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

했던 정도로 정교하게 추적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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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주어진다면, 숫자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대체하게 되고, 일관성을 갖춘 모형이나 통합된 이론 등

의 체계적 설명이 없이도 과학은 발전해나갈 수 있다.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자료가 이런 극단적 형태의 귀납적 경험

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이제 상관관계만으로도 충분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Halevy, 

Norvig and Pereira, 2009).

4. 빅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중간점검

이제 자료기반의 양적, 질적 변화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앞

에 서 있다. 그렇지만 상관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는, 특히 새로운 패

러다임 안에서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과학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다(Taylor, 2013): 빅데이터 패러다임에서 이론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만약 필요하다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의 이

론으로 충분한가? 상관관계를 찾는 기술적(記述的) 작업이 결국에는 나름의 이론을 

만들어 낼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빅데이터 패러다임의 연구라는 것이 사회과학 연

구의 과학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근본적

으로 다른, 하지만 불가피한, 새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

서 빅데이터를 그저 양적,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자료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기술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료와 그 자료를 둘러싼 생산과 소비의 양식까지를 포함하

는 복합적 구성체로 보면서 이 현상을 이론-방법-자료의 상호작용이라는 사회과학하

기의 틀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유전자 정보를 다루는 생물학, 천체자료를 모으는 천문학, 자연언어 사용을 연구

하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적용사례를 찾을 수는 있지만, 아직 사회과

학의 틀을 흔들어 놓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된 성공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논의에서 위의 복합체의 중요한 일부로 녹아들어 있는 것 중 하나는 

빅데이터에 대한 신화(神話)다(boyd and Crawford, 2012). 빅데이터가 단지 빅데이

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진실성, 객관성, 정확성을 가질 것이라거나, 그 규모만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클 것이라거나, 자료의 새로움이 지금까지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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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보다 강력하고,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지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아직 충분

히 확인되지 않은 기대가 깔려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한 편으로는 이런 기대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녹녹치 않은 거리를 보여주기도 한 구체적 사례 하나

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바꾸어 놓기(Turn): 구글 독감추세예측(GFT)

1. 성공신화 만들기

<그림 1>의 길지 않은 연대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이다. 빅데이터의 기본적 속성이 일반적으로 정리되고(Laney, 2001), 하

둡(Hadoop)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기술적 해법이 본격적으로 

제시되면서 시각의 변환은 급격하게 이루어 졌고,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전폭적

으로 빅데이터의 개념과 기술을 수용하게 된다. 2008년에 들어서서는 네이쳐

(Nature)지가 빅데이터 특집호를 냈으며, 와이어드(Wired)지에 앤더슨(Anderson)의 

도발적인 논설이 실린다. 2010년에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특집호를 

내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시각은 모양을 갖춰 간다.11)

그런 면에서 2008년은 분기점을 이룬다. 그 해 “구글 독감추세예측(Google Flu 

Trends [GFT])”이라는 서비스가 공개되었다.12) 하루 5억 건이 넘는 구글 검색기록

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료에서 사용자들이 40여개의 독감의 징후들과 관련된 검색

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독감의 추세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도구였

다. GFT는 검색엔진을 통해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자료의 위력을 질병 확산의 추세

라는 구체적, 실질적 주제를 살피는 데 사용한 눈에 띄는 프로젝트였다. GFT가 예측

한 값은 당시까지의 자료와 95 퍼센트가 넘는 일치도를 보였고, 특히 공식자료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나 앞서 독감 유행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으

11) Special Report: Managing Information (February 25, 2010). http://www.economist.com/ 
printedition/specialreports?page=1&year[value][year]=2010&category=76984.

12) 현재 웹사이트(http://www.google.org/flutrends/intl/en_us/)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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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그 효용을 인정하고 만족

해했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 여론에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들도 이를 중요한 뉴

스로 다뤘다. 

<그림 1> 빅데이터에 관련된 중요 사건 연대표 

GFT가 구글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자료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빅데이터 활용의 이상적 전형을 보여준 것은 분명

하다. 그리고 당시가 ‘빅데이터’란 말이 지금처럼 널리 유행하기 전이었다는 것을 고

려하면 이것이 GFT 자체의 성패를 떠나 빅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시

사하는 바는 컸다. 간명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빅데이터라는 말에 대표적인 성공사례

로서 얼굴을 붙여 준 셈이다.13) GFT의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 그 다음 해에 네이쳐

(Nature)지에 발표되면서(Ginsberg, Mohebbi, Patel, Brammer, Smolinski, and Brilliant, 

2009), 이 전환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고, 그 전환의 영향권은 과학 전반을 포함

하게 된다.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 분석의 구조와 과정에서 보이는 두 가지 특징에 

13) 최근에 나온 빅데이터에 대한 대표적인 대중용 소개서인 빅데이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일하

고, 생각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혁명(Mayer-Schönberger and Cukier, 2013)은 바로 

이 GFT를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들면서 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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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은 GFT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적용사례로 꼽히

는 넷플릭스(Netflix)(Auletta, 2014; Madrigal, 2014)나 머니볼(Lewis, 2004) 등의 

다른 사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자료보다는 분석의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고려할 때 더 중요해 지는 부분이다.

그 하나는 앞에서 다룬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사이의 긴장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를 설명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서로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

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제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틀에서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다. 빅데이터의 틀에서 

분석의 주된 목적은 설명이 아니라 예측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예측을 위해 과

거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과거의 설명과 미래의 예측을 논리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는 예측을 위한 자료로서의, 준거로서의 역

할이 주어지고, 이 기준에 가장 가까운 모형을 찾는다. 이렇게 얻어진 모형은 과적합

화(overfit)될 위험이 높고, 특히 사회현상처럼 자기 교정과 확대재생산의 경향이 큰 

경우 그로 인한 실패의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또 하나는 독감유행추세를 예측하기 위해 동원된 분석력이 단지 슈퍼컴퓨터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상관관계만으로 충분하다는, 자료가 스스로 말한다는 주장을 그

대로 받아들였을 때 가지게 되는 분석과정의 그림은 기계가 자료를 생산하고, 기계

가 그것을 분석해 결론을 내는 기계중심적 투입-산출의 틀이다. 하지만 이는 분석과

정의 실재와는 많이 다른,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을 자신들의 방법론을 소개한 

2009년의 논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GFT의 예측은 4억 5천만 개에 달하는 반복된 

분석과 정교한 모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쓰이는 통계학적 

도구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론에 연결되어 있다(Duncan, 1984). 마치 유전자에 관

한 이론이 있었기에 유전자배열분석이 가능했던 것처럼, 아무 이론적 틀 없이 기계

의, 기계에 의한, 기계를 위한 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다. GFT의 성공도 그에 의한 

것이었다.

2. 성공신화 깨기

하지만 이 결과, 특히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들이 2009년의 자료를 검토한 쿡 

등의 연구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고(Cook, Conrad, Fowlkes, and Mohebb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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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네이쳐(Nature)지에 실린 기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Butler, 2013).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포괄적,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적하고, GFT에 대한, 그리고 넓

게는 빅데이터 패러다임의 연구들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 것이 최근에 싸이언스

(Science)지에 발표된 레이저 등(Lazer, Kennedy, King, and Alessandro, 2014)의 논

문이다. “GFT의 우화(寓話): 빅데이터 분석의 함정”이라는 제목을 단 이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는 GFT의 등장 때만큼이나 큰 충격을 가져 온다. 그들이 검토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의 108주 동안 100주에 걸쳐 GFT의 예측치가 실제값을 넘

어 섰고, 심할 때는 두 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14) 

물론 대중매체들은 바로 등을 돌렸다. 학계에서도 “실리콘밸리식의 아마츄어 사회

과학이 만들어 낸 예상했던 실패”라는 터프티(Tufte)의 입장처럼 비판적인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2014).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의 출현과 그것에 반짝 집중하는 여론

의 관심,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출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급속한 몰락이라는 

전형적인 줄거리를 따른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표면상의 굴곡만을 따라가

다 보면 놓치는 점들이 있고, 바로 그것들이 빅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 논문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들이 2009년 논문에서 보여준 것과 

같다. 즉, 레이저 등의 2014년 논문이 GFT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비판의 

초점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GFT의 근본적인 틀에 대한 것은 아니다(Lazer et al., 

2014).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빅데이터의 과학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Lazer et al., 2009).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해서 측정과 개념의 타당성과 일

관성, 자료 간의 비독립성 등의 기초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이 

질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보장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의 타당

성 문제는 모든 자료 분석에 공통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자료의 규모가 커진다

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빅데이터는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한 엄

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도구와 절차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환기해

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보통 ‘짚더미 속에 떨어진 바늘 찾기’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만큼 더 어렵고, 그만큼 실수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경고의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

가 있다.

14) 이런 차이는 긴스버그 등(Ginsberg et al., 2009)의 논문에 실린 두 번째, 세 번째 그림과 버틀러

(Butler, 2013)의 기사에 실린 첫 번째 그림을 대조해보면 더할 수 없이 확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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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 본 표면상의 단순한 줄거리와 저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시각의 기저(基底) 사이에는 반전(反轉)이 있다. 그 반전은 GFT의 결과가 실제의 값

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하면서 찾

게 된다. 그것은 GFT의 빅데이터와 CDC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합쳐서 쓰면 각각의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즉 기존의 자료를 대

체하기보다는 상호보완하는 것일 때 빅데이터의 효용이 나타난다는 결론이다. GFT

의 초기 개발팀의 일원이었던 모헤비(Mohebbi)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자신들의 목

적도 바로 그것이었다고 한다(Madrigal, 2014). 단지 CDC의 자료와는 다른 자료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표를 만들어 CDC의 지표계산 방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

양한 다른 현상들에 무게를 둠으로써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피하는 것과 같

은 논리로) 최대한 상호보완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료가 가지는 보완

효과를 통해 전통적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었던 영역으로, 또 전통적 방법으로는 이

룰 수 없었던 수준으로 분석을 확장하고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레이저 등의 결론적

인 제안이다.

Ⅳ. 되돌려 놓기(Prestige) 

해수의 수온이 바뀌면 어종(魚種)이 바뀌고, 그에 따라 어구(漁具)도 바뀌어야 한

다. 낚시로 잡는 고기, 그물로 잡는 고기, 작살로 잡는 고기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II와 III에서 살펴본 것처럼 빅데이터의 출현으로 인한 자료기반의 변화가 사회과학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에 맞춰 

분석전략도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과학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전환의 시기는 기존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이기도 하고, 새로

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이기도 하다(Manyika, Chui, Brown, 

Bughin, Dobbs, Roxburgh, and Byers, 2011; Bollier, 2010). 이 위기와 기회의 문제

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결론은 어떻게 사회과학을 할 것인가 하는 

넓은 의미의 방법론적 틀을 생각하면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틀의 한 

축은 사회과학하기가 사회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연속적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론과 자료, 자료와 이론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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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 자료를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회과학하기라는 구조의 

일부로, 또 그 안에서 이론의 상대역을 하는 짝으로 보는 것이다(Gitelman, 2013; 

Merton, 1968). 아래에서는 이런 틀에서 빅데이터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공사례

빅데이터를 반기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더 나

은 사회과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이다. 수십억 인구의 일상생활을 

시시각각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형태와 

내용의 자료가 주어지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를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이 관심을 두는 

연구문제들과 이 새로운 자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새로

운 방식으로 다시 써야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것들은 천문학

에서의 천체측량이나 생물학의 유전자배열처럼 연구대상 자체가 큰 규모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다. 다른 분야에서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자료기반에 근거해 분석

전략의 핵심이 바뀐 경우로는 언어학의 자연언어처리 분야를 들 수 있다. 특히 문법

구조에 기반했던 종래의 방식에서 언어사용 자료에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번역 문제

를 다루는 새 틀은 자료의 규모와 연산능력의 가속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들처럼 빅데이터의 1차적인 속성만을 토대로 새로운 분석의 틀

을 짠 경우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아직 보기 어렵다. 자료의 규모는 커졌지만 분석

의 틀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연구 틀에 빅데이터를 수용해 

기존의 연구를 확장‧심화시키는 것이 최근 보이기 시작하는 추세인데, 특히 이런 추

세는 그동안 자료의 집적과 전산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두드러진다(예, Craig, 2013; Michel, Shen, Aiden, Veres, Gray, The 

Google Books Team, Pickett, Hoiberg, Clancy, Norvig, Orwant, Pinker, Nowak, 

and Aiden, 2011). 또 하나 흥미로운 예는 전통적인 조사자료의 문제점을 빅데이터

를 이용해 진단한 경우이다(Ansolabehere and Hersh, 2012).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문제를 찾는다는 시각을 통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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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 중 특히 주목할 만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두 가지를 꼽겠다. 

하나는 자료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깊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표집을 통해 얻

은 자료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소수집단과 희귀사건의 연구에 특히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산업과 경영 부문에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Auletta, 2014; Madrigal, 2014). 또 하나는 달라진 자료의 생성과정이 자료간의 연

계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논의만 되던 다양한 측면들 간의 

관련성과 복합성을 실질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boyd and Crawford, 2012). 빅데이터로 인해 가능하게 된 이 두 속성을 활용하려면 

모집단의 대푯값을 중심으로 하고 자료의 복합적 다차원성을 축약해내도록 만들어

진 현재의 분석틀은 다시 구상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2. 자료의 속성과 분석의 방법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료의 양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면서 자료의 홍수, 자

료의 폭주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 최근에 자주 쓰이는 “정보비만

(infobesity)”이나 “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등의 용어가 이 입장을 대변하

는데, 이들의 논의도 정보와 자료의 양 자체나 그 증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다.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빅데이터 논의에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깔려있는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서 질도 좋아진다’는 양에서 질로의 전이(轉移)가정에서 비롯된다. 객관성이나 정확

성 등 사회과학 자료로서 갖춰야 할 속성들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논리에 의해 확

보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간과하는 것은 양과 질 사이의 충돌지점들이다

(Deming, 1960). 이런 맥락에서 아직은 잠재적 가능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빅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우선, 모든 자료는, 크기와 상관없이, 신호(signal)와 잡음(noise)의 두 부분으로 구

성되어있다. 즉 자료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양은 자료의 총량만으

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 대 잡음의 비율(signal-to-noise ratio, 종종 약칭 SNR 

혹은 S/N)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내고 잡음 부분을 제거

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과학하기의 핵심적 단계 중 하나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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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다. 예전과 같이 자료수집 단계에서의 기획과 조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인터넷이 자동으로 만들어내

는 자료들도 여러 가지 잡음, 또는 오차의 문제를 갖고 있고, 자료의 규모가 커지면 

이 문제는 오히려 더욱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료가 많아

질수록 쓸 만한 정보를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함유근‧채승

병, 2012: 7).

둘째, 클수록 좋다는 빅데이터의 논리에 내포된 또 하나의 오류는, 자료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포괄적이 되고, 따라서 자료의 대표성도 확보된다는 가정이다. 자료

의 근거가 수백이나 수천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제한된 사회과학 표집자료와는 달리 

빅데이터의 근거는 수백만에 이른다는 점이 자주 강조되고 있고, “N = All”이란 표

현도 자주 쓰인다. 표집의 한계, 특히 표집오차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하지

만 빅데이터와 전수조사는 개념적으로 별개의 것이고, 연구대상의 완전한, 또는 체

계적인 대표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한신갑, 2012). 가령, 트위터(Twitter) 자료를 사

용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숫자가 얼마나 큰가에 상관없이, ‘트위터 사용자’

라는 특정한 범주에 관한 것일 뿐,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자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의 문제에 주의해야만 한다.

셋째,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관찰 또는 분석의 단위(unit of 

observation, unit of analysis)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트위터의 예를 들면, 실

제 트위터 사용자와 트위터 계정은 반드시 일인일계정으로 짝 지어지지는 않는다. 

자료의 구조가 관찰하고자 하는 실제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N을 집계할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스마트폰에

서 생성되는 자료나 구글 독감추세예측에 사용된 검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빅데이터 시대의 분석방법으로 ‘재발견’된 상관관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

들도 고려해야 한다. 자료의 규모가 커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지는 상관관계들의 대부분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의사(擬似) 상관관계들이다. 짚더미가 커

지면, 바늘처럼 보이는 지푸라기들도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진짜 바늘 찾기는 그만

큼 더 어려워진다. 즉 자료의 양 증가가 오히려 분석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드는 예 중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가지수(S&P 

500)와 방글라데시의 버터 생산량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찾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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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nweber, 2007). 빅데이터 분석이 오히려 더 쉽게 아포페니아(apophenia, 실제로

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 현상들 사이에 연관성을 부여하는 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예이다(boyd and Crawford, 2012).15)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즉 <표 1>의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16) 이렇게 늘

어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것인지

를 자료 자체만을 기준으로 가려낼 수는 없다.17) 즉 빅데이터에서는 상관관계를 너

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과 해석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따라서 자료의 속성, 방법의 선택, 분석틀의 기본 가정 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표 1> 상관관계의 적부(適否)

y
(반응)

없음

(-)
있음

(+)

x
(자극)

있음

(+)
(2)

False Negative
(1)

Correct Positive

없음

(-)
(3)

Correct Negative
(4)

False Positive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섯째로, 온라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기록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만약 그것이 사람들의 의견, 태도, 행위 등을 보여주는 것

이라면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보여주는지 등의 문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

조사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

엇을 어떻게 찾는지(search), 무엇을 얼마나 보는지(view),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 

가는지(click) 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생산되는 행위기록까지 더해지면 자료는 그만큼 

15) 나보코프(Nabokov)의 단편 ‘상징과 기호(Symbols and Signs)’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뭇가지, 구
름의 움직임, 포개 놓은 유리잔들 등 그가 주위에서 보는 모든 것에 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

고 그것을 인지하고, 해석해 내고자 하는 편집 증상(“referential mania”)에 시달리며 미쳐간다.
16) “False hit” 또는 “false alarm”이라고도 부른다.
17)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Maximal Information Criteria)을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통계학 분

야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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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해진다. 서치, 뷰, 클릭과 같은 행위들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보여주는지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디지털혁명을 통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들을 포함하는 다양

한 생활의 영역들이 자료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내용 또는 대상

영역은 사실상 매우 제한되고 편향되어 있다. 티라노사우루스(T-Rex)라고 하는 공룡

이 현재 많이 알려진 이유가 그 공룡이 중요하거나 특이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공

룡의 화석이 많이 남아있어서 쉽게 발견되고 채집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

가 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로 자료가 만들어지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

분하는 기준은 기술적 가능성, 상업적 필요성 등 자의적인 것들이다.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영역 중 일부만이 전자에 속해 있고, 나머지 영역 중 어떤 것들은 앞으로도 

디지털화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된 영역에서 자세한 정보들을 항시적으로 생

산하기는 하지만 그런 영역들은 생활의 제한된 일부만을 보여주는 “깊기는 하지만 

넓지는 않은” 역설적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다(Arbesman, 2012). 

마지막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는 뜻에서의 “원(原)자료(raw data)”는 논

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Gitelman, 2013; Bowker, 2005). 자료는 항

상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현실적 맥락과 과학기술적, 사회

문화적 환경이 자료의 성격을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자료도 그런 의미에서의 특수

성, 의존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자동적으로” 생산된다는 빅데이터의 경우에도 그 

생산과정을 “자동”이게 하는 알고리즘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통해 온라인상에 남

겨지는 전자적 흔적들과 그것을 필요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사회

문화적 논리가 연결된다(Korb, 2004). 그리고 이런 배경이 위에서 논의한 어떤 영역

이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되는지의 기준이 되고, 제약으로 작용한다. 아마존(Amazon)

이나 넷플릭스(Netflix) 등의 회사가 만들어내는 자료, 트위터나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 등의 빅데이터도 그것이 생산된 맥락과

의 연결 속에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Ⅴ. 마무리 짓기

<그림 2>는 이 글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보여준다. 그 하나는 현재 빅데이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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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분석의 예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기

술(記述)통계를 내는 이런 종류의 분석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빅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심은 2011년, 

2012년 무렵에서 지금까지의 불과 2-3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달아오

른 결과라는 것이다. 몇 년 사이의 이런 급속한 증가가 변화의 토대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을 채워보겠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그림 2> 빅데이터(ʻʻbig dataʼʼ)에 대한 관심 추세*

주: Google Trend에서 2014년 7월 30일에 잡힌 자료로 가장 관심이 높은 점을 기준(100)으로 한 

상대적 추세임.

관련된 분야에 따라, 또는 다루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경험적 연구

의 지평을 열어주는 기반으로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자료의 질을 높여주

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도 하다. 자료수집방법과 측정기술의 개선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

이라는 점에서 이 측면의 의의는 크다. <표 2>에서 보듯 이런 변화는 아직은 산업이

나 경영, 컴퓨터 공학 등 몇몇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반길만한 일

이다. 하지만 <표 3>에 정리한 사회학 분야에서의 반응처럼 아직은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거나, 몇몇 실험적 사례의 소개, 낙관적인 예측에 대부분의 논의가 제한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초점

을 맞추고 자료의 속성과 분석의 방법과 관련하여 짚어봐야 할 여러 문제점들을 검

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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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전기사회학대회

기획 및 조직: 이원재 (KAIST)

“자연과학이 열어가는 빅데이터전환”

정하웅 KAIST 물리학과 Anatom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ing Google

문수복 KAIST 전산학과 전산학도가 갖는 인문사회학적 질문들

송길영 다음소프트 일상, 그 변화에 대한 관찰

2014년 6월 전기사회학대회

기획 및 조직: 김선업 (고려대),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데이터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조사연구의 플랫폼 모색:
건강, 소비자, 여성, 선거 빅데이터 사례 활용”

김선업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빅데이터 시대의 경험 사회학의 도전과 과제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건강 빅데이터 분석사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일과 삶 연구

정희태 TSIS 전략서비스본부 기업 빅데이터의 사회학적 연구 활용방안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공공 ‘Big-Enough Data’ 분석 사례 및 과제

<표 3> 한국사회학회에서의 빅데이터 관련세션

출간년도

분야

합계
경제/경영

컴퓨터/IT

+ 과학/공학
사회 + 인문 잡지 기타※

2011 3 1 0 4 0 8

2012 32 22 8 11 3 76

2013 59 60 19 22 13 173
§2014 (76) (72) (36) (42) (30) (256)

합계 170 155 63 79 46 513

<표 2> ʻʻ빅데이터ʼʼ로 검색되는 국내출간도서 (출간년도 × 분야) 

주: 네이버의 ‘책’메뉴에서 2014년 7월 28일자로 검색된 총 445건 중 중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숫자임. ‘기타’ 부분은 다음 분류항목들을 포함함: 자기계발, 학습/참고서, 취업/수험서, 해외도

서, 청소년, 종교, 어린이, 국어/외국어. (   )안은 검색일자를 감안하여 추정한 2014년 말의 

예측값(=7월까지의 출간도서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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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렬 리서치플러스 선거 빅데이터 사례

2013년 12월 후기사회학대회

기획 및 조직: 장덕진 (서울대), 이원재 (KAIST)

“빅데이터와 한국 사회, 1”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SNCC-KAIST 문화기술대학원 SCL 공동세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Party-based Selective Following on Twitter over 
Time: A Test of the Depolarization Hypothesis

차미영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온라인 루머의 전파

이준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박주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A Neurotic’s World: Where the Big Fish Eat Small 
Fish

2013년 12월 후기사회학대회

기획 및 조직: 장덕진 (서울대), 이원재 (KAIST)

“빅데이터와 한국 사회, 2”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SNCC-KAIST 문화기술대학원 SCL 공동세션)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빅데이터 연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다년 분석을 중심으로

임성우 서울시 정보기획단 공공으로부터의 데이터 확장: 서울시 사례를 근간으로

김도훈 TREUM 빅데이터,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Mining Minds

이런 기술적 측면에 매달리다 보면 놓치기 쉬운, 여기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런 식의 연구가 왜 중요한지, 이런 식의 연구가 이전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인지 하

는 것이다. “1월의 국민여동생은 김연아였고, 2월에는 아이유다”라는 식의 ‘분석’에 

15억이 넘는 규모의 자료를 썼다고 해서 그 결과가 더 중요해지지도 않고, 자료의 

규모를 제외하면 지금까지의 시장분석과 딱히 다를 것도 없다(송길영, 2012). 지금까

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그런 질문, 발견, 아이디어를 보여주

지 못한다면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구태여 새로 분석의 틀을 짤 필요

성이 있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처럼 “클수록 좋다”는 식의 빅데이터에 대한 무조건적 낙관론에 물음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빅데이터가 가져온 자료기반의 변화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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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넓고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라는 점에서 ‘획기적(劃期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에 대한 논의가 항상 

그렇듯, 빅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하기에 대한 논의도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한 것이

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에 대한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

은 지금까지의 과학하기에서 얻은 분석의 기본을 지키면서, 지금까지의 틀을 확장하

고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도의 기회이고, 그런 노력이 없으면 

위기가 될 것이다(Kitcin, 2014; Macy and Golder, 2014; Lazer et al., 2009; Savage 

and Burrows, 2007).

앞에서 다룬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예에서처럼 과학하기의 과정에서 도구가 차지

하는 비중과 역할은 크다. 고전적 방법론에서 사회과학하기의 이론-방법-자료의 삼

각형 정립(鼎立)구조는 이론에서 가설로, 그리고 조작화와 측정으로 이어져 검증에 

이르는 연결고리로 구체화된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 도구는 맞물려 있다. 이런 의

미에서 도구가 우리가 연구하는 현실을 구성하고, 따라서 도구가 바뀌면 이 틀 전체

가 바뀐다는 입장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Latour, 2009: 9; du Gay and Pryke, 

2002: 12-13). 이렇게 시각을 넓혀 잡으면 보통 자료라고 묶어 부르는 사회현상 관

찰의 기록이 이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자료환경에서의 사회과학하기에 대해 전망해 보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과제이다. 그런 검토의 결과 필요하다면, 즉 그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틀이 

더 나은 사회과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기존의 관행이나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 마

땅하다. 하지만 이 결정이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잡지의 표지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물어야 할 것은 묻고,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 이 술이 과연 새 술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렇다면 새 부대는 어떻게 만들

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에 더해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어떻게 사회과

학을 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빅데이터의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다분히 기술결정론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자료의 양과 상관관계를 중심에 두는 이 ‘새’ 틀이 그동안 다듬어온 사회과

학하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다. 그런 면

에서 자료의 비중과 역할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

지, 그렇게 늘어난 자료의 비중과 역할이 과학하기의 다른 요인들에는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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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지, 그리고 그렇게 새로 짜여진 틀의 구조와 기제는 어떤 것인지 등이 이런 패

러다임 전환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18)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자료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기존의 과학하기의 틀을 바꾸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에서 시도한 것이다. 특히 이론에서 자료로 분

석틀의 중심을 옮기고, ‘이론의 종언’을 선언하는 새로운 틀로서의 빅데이터 경험주

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했다. 그들의 주장과 몇몇 사례에서 전통적인 연구의 틀과

는 차별적인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보기에

는 이른 것 같다. 그런 대안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런 “비판적 논의와 실제적 활용 

사이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이재현, 2013).

빅데이터 시대에 사회과학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자료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확하고 소화해 내는가 하는 것이다(Boyd 

and Crawford, 2012). 현재 빅데이터의 위상은 힘은 좋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길들이기는 ‘과학하기’라는 큰 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과학은 앙리 프앙카레가 “돌을 쌓아 집을 만드는 것처럼 과

학은 사실(자료)로 만들어 진다. 그렇지만 돌무더기가 집이 아닌 것처럼 사실(자료)

의 더미가 과학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과학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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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Social Sciences in the Age of Big Data:
Rethinking Analytical Strategy in the Changing Data 

Environment

Shin-Kap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do we do social sciences? It is a question that needs to be asked more often. 
Commonly found in the various answers is a tripartite structure of theory-method-data. I 
ask the question yet again in the context of a recent and drastic change in the data 
environment: the emergence of “Big Data.” Reviewing the 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 I 
consider possible analytical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development.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he data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constantly. Big Data, too, can 
be located in the continuum. To illustrate it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I describe the 
case of Google Flu Trends (GFT). These critical discussions suggest what to do with the 
Big Data—what to take and what not to and, when you do, how to. With adjustments and 
extensions, the theory-method-data tripartite structure still seems to be capable of providing 
a solid framework to integrate the potentials of Big Data. 

Key words: big data, social science methodology, data environment, analytical strategy, 
correlation and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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