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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5 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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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à Insight à Fore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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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상하며, 
현재를 선택하는 것..

The Pipeline of 
{Data à Predictive Models à Deci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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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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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數知來之謂占



커넥톰 (Connect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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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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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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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지능화, 지능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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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vs. Artificial So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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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esolution!, Intelligenc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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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지능정보사회
(Society 4.0)

스마트정부
(Gov 4.0)

스마트팩토리
(Industry 4.0)

빅데이터



협업, 집단지성
• 협업 행정
– 인력, 프로세스, 데이터
– Boundaryless Data Flow ?

• Connect, Collect, Comprehend à Create 
(OpenData Foundation)

• 데이터 연계 공유
– 데이터 연계/공유 범위 ßà 데이터 분석 범위
– 데이터 연계/공유에 대한 책임
– 분석 결과(성과)에 대한 주도권



정책 실패, 정부 실패

18

Ø저출산 고령화 사회 à 인구구조ㆍ규모 변화 à 일자리, 건강, 복지, 
산업, 경제성장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회와 위험 상존
n 국가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 일본 사회
n 우리(26년)는 일본(36년)보다도 훨씬 빠름

Ø정책실패/정부실패의 사회적 비용 증가

n 다루어야 할 정책문제의 수가 많아지고, (대량화)

n 문제와 문제가 얽혀있어 훨씬 복잡해졌고, (복잡화)

n 그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해졌으며, (다양화) 

n 해결의 신속성/전문성을 필요로 함 (신속성/전문성)

Ø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집행에 이르기까지 평균 (35+)개월 소요
n 노태우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3,000여 개의 제ㆍ개정 법률 대상
n 공무원 책상 위에서 국회를 통과하여 집행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



고약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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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ed !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

Complex ?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고약한 문제)

• 명확하게 정의가 가능
• 계층화된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독

립적인 개별 원인에서 파생
• 결과는 원인에 비례적
• 원인에 따른 결과로 항구적인 해결책

가능

•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에서 문제 발
생

•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분절화
되지 않음

•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혼돈
의 양상으로 진화

•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 존재하
지 않음

•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새로운 문제
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문제로 전환시킴



초고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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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win 
by (Big) Data & (Dynam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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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ed RealityReality

인지된
현실

Big 
Data

• Volume
• Variety
• Velocity
• …

Virtual
Space

Digital Mirror

• Machine Learning
• Social Simulation
• …

• Complicated
• Complex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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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화

파편화

Data as a Servic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Social Intelligence



Thinking Ahead, Again,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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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Mining? - Unsuper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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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Serviced Data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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