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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트래픽 전망

(refer) 2013 Visual Networking Index, Cisco

(refer) http://www.datana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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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HW Devices and SW Ap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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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유형별 데이터 형식
r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 Applications
l

r

Internet and Web Applications(including semantic contexts)
l
l

r

l

GPS code, CPS (physical 3D space)
Transport and Logistics Industry (Geolocation Map)

Identification related Applications
l
l

r

File, image, documents, etc.
Virtual/Object Data (URN/URL/URI)

Location related Applications
l

r

AV/Multimedia stream, metadata, etc.

Sensor/RFID code, product code, bar code, etc.
Trade, Copyright, and Ownership (Shipping code, Product value chain, security key, etc.)

Data Intensive or Contexts related Applications
l

Healthcare and Med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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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r

Entity–Attribute–Value model
l

Making statements about resources
l

r

Data Serialization Model
l

l

File, memory buffer, packets of communication protocol, time-varying data
(A/V), etc.
Text-based/binary-based, structured/unstructured, hierarchical/non-hierarchical,
scalar/vector/graph, class/object, etc.
l

r

(Examples) XML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tag, name, address, etc.

(Examples) Binary/Integer/Real/Exponent/Character/String/Boolean/Time, Vector/Matrix/Array,
2D/3D Graphics, Recursive, Audio/Video Stream, etc.

Metadata/Schema/Markup Model (for Semantic web)
l

l

Specify the processing to be performed or the related actions (i.e., activate,
trigger, invoke, etc.)
Create the values of the data
l

(Examples) ontology for IoT/CPS, OW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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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s a Service

(refer) http://prompt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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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arehouse

(refer) http://inventionmach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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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타 처리 절차

(refer) http://jtonedm.com/2013/06/05/big-data-and-analytics-fueling-competitive-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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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Data 통합 구조

(refer)
http://ldif.wbs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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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 포맷 요구사항
r

(Basic) 인간과 보조 도구를 사용한 인지가 용이해야!
l
l

r

(Extended) 데이터 축적, 필터링,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고려
l
l
l
l

r

Simple audio/sound, and visual image
Language including translation tools
Linked chains among related data or sensing data from IoT equipment
Accumulation by collective intelligence and crowdsourcing
Filtering based on experience, preference, and accumulated know-hows
Creation of new information and knowledge (like big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IoT, 미디어, 지식 안내자, 생활 도우미
l
l
l

Context-aware information based on IoT sensors and AV devices
Navigation assistant (or Guider) for road and traffic conditions
Energy Avatar for analysis and prediction of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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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 세상의 조건
r

지식 사회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포맷
l

(Mapping)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연결
Identification/classification, Location, Status,
Role/Function, etc.
(Example) GPS, address, serial no. etc.

Mapping

(Vitalization) 인간의 지식, 추론, 학습, 행동 및
경험에 따른 이해, 인지, 및 의미 부여

between Physical
world and Cyber
world

l

l

l

l

l

of accumulated
knowledge,
action, and
experience

(Example) Pythagorean Theorem, know-how of medical
treatments, etc.

(Visualization) communication, sharing, seeing,
rendering, hearing, and writing을 위한 데이터 포맷
l

Vitalization

(Example) icon, logo, graphic image, character sets,

Visualization
of word, image, icon,
and 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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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1 – 정보의 연결성 발견
r

Linked Open Data (LoD)의 가치 발견
l

Data가 연결될 때 새로운 가치 탄생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l
l

l

Data가 의미를 갖기 위한 Environment 조건
l

l

H (수소) + H (수소) + O (산소) à Water
동종 syntax간 Hyperlink 만이 아니고, 이종 정보간 hyperlink
쌀 + 물 + 적절한 압력 (압력밭솥) à 밥

서로 의미가 있는 짝 찾기: 다윈의 “종의 진화”
l
l

돼지고기 + 새우젓, 고추 + 된장 à 최상의 궁합
CCTV 카메라 + 위치 정보 + 감시 조건 à 특정 상황만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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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2 – 기존 인간의 지식 재편
r

기존 미디어 체계의 재편 à 모든 산업의 적혈구 (정보 전달)
l 새로운 정보 전달 도구 발명을 기대
l
l

r

단, 기존의 지식 도구는 그대로 활용 (책, 파일, 비디오, 사진, 영상, 오디오 등)
기존의 웹 기반 검색 도구도 그대로 활용

새로운 미디어 탄생의 조건 à 소화 효소 역할을 하는 메타데이타
l
l

l
l
l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체감 효과를 극대화 (오감으로 가는 첫번째 단추)
필요한 정보간의 연결 관계를 자동 구성 (Collective Intelligence,
Crowdsourcing 등과 같은 새로운 수단 결합)
개인의 취향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adaptive filtering 및 Processing 기능 탑재
축적된 정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되새김질이 쉽도록!
가능하면 타 산업 (에너지, 교통, 의료 등)에 필요한 IoT 미디어 탄생
l
l
l
l

교육 미디어 : 책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실감형 아바타
에너지 미디어: 에너지 생산, 전달 및 제어를 감시하는 에너지 아바타
의료 미디어 : 의학 지식 및 경험 정보을 축적 및 공유하는 의료 아바타
교통 미디어: 현재 버스, 택시, 기차 정보를 알수 있는 칙칙폭폭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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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3 – 정보의 증식 체계 발명
r

데이터로 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노하우 발견
l

l

수집된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활용 가치가 있는
새로운 Information Data 생산
정보의 자가 증식 Cycle 발견
Knowledge Accumulation Process

jkchoi59@kaist.edu

16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의 의미 - 1
r

(Value) “Data is King” or “Data is new Oil”
l

데이터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험한 도구”
l

l

그러나 가공하면 할수록 새로운 정보 추출 (씹을수록 새로운 맛)
l
l
l

l

방사능 오염된 물처럼 치명적임.
음미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 文章 이나 詩
다른 정보와 결합할 때마다 변환 및 새로운 정보로 탄생
어떠한 그릇에 담는 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김밥, 가마솥 밥)

형태의 무한한 변화 à 정보의 변신은 무죄
l
l
l

l

자체 정보의 대한 설명 : 기존 메타데이타 또는 descriptor
어떠한 정보에 관련되는 지: 분류 기준이나 환경 조건 설명
환경 정보 : 소유주, 시간, 위치 및 상황적 조건
- 어떠한 조건이나 특수한 환경에서만 활성화되는 !
자체적으로 분화할 지 및 자가 증식할 지 여부 à 생명의 증식 현상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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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 및 지식의 의미 - 2
r

(DIKW) 데이터, 정보와 지식 간의 가치 사슬 관계
l
l

데이터, 정보와 지식과의 Processing 체계 규명
데이터는 인지되도록 보내져야 가공이 가능
l

l

정보는 데이터를 여러가지 조건과 관련 정보와 비교/분석해
서 의미 생성
l

l

과거의 경험, 통계, 기존 자료와 같은점/차이점 등

지식은 관련 정보 간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및
규칙/법칙
l

r

부가 정보없이 “01100101100110…” 은 의미가 없음

상황 (시간, 위치 포함) 및 다양한 결정 조건에 따라!

(Environments) 데이터가 가치를 갖는 환경 및 조건
(right time, right place and right condition)
l
l
l
l

집합: 모아질수록 가치가 있는 경우
상황: 관련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위치나 시각: 누가 어디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
상대: 어떠한 관련 정보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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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와 Data Security 간 Paradox - 1
r

(Trust) “Data is safe or trustful”
l

데이터는 약속 어음과 같이 신뢰의 문제가 발생

l

Raw Data라고 믿을 수 있는가 ?
l
l
l

l

정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하지 않을 수 없음
l
l

l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도 가공이 가능한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님.
귀로 듣는 것도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

누가 그러한 정보를 신뢰를 할 것인가 ?
신뢰를 하지 않으면 가공을 못하고, 가공을 하면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데이터 신뢰가 없으면 가공된 정보나 지식은 효과가 미지수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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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와 Data Security 간 Paradox - 2
r

(Open) Open Data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및 위협 요인
l

Open 해서 좋은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 !
l
l

l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비즈니스 가치가 없음
l

l

검색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 정도 ?

그러나 데이터가 open 되지 않으면 유용한 곳에 활용할 수가 없음
l
l
l

l

교육, 의학 상식, 사이언스 데이터 등에 한정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고급 정보는 공개하기를 꺼려함.

다양한 필터나 상황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추출할 수가 없음
재료, 나노, 의학이나 바이오 정보도 개방이 안되면 타 산업에서 활용 불가
따라서 활용이 어려운 데이터는 가치가 축소 (추가적인 변환 비용 때문에!)

데이터 형식은 이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l

l

모든 데이터는 분석 처리하기 위한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없으면 활용이 불가능
포맷이 동일하더라도 비즈니스의 경우는 보안 알고리즘이라도 탑재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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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와 Data Security 간 Paradox - 3
r

(Dilemma) Data Privacy 와 Big Data 간의 딜레마
l

수집된 빅데이타 정보로 나의 사생활 정보를 엿본다면
l
l

l

l

그러나 빅데이타 정보가 없으면
l
l
l

r

아무도 빅데이타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임
이메일 내용이나 관련 정보를 유추 해석한다고 , 또는 가공을 했다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
은 곤란
한 두가지 정보를 cross로 체크하면 사생활 정보를 확인 가능
개인 맞춤형 고급 의사결정은 곤란
아무리 주치의라고 하더라도 과거 병력 정보가 없으면 현재 아픈 상황을 분석하기 곤란
그렇다고 주치의가 자신의 환자 정보를 가공 및 판매해서 다른 수익을 올린다면!

(Harmony) data trust (비즈니스 측면)와 data security (기술
측면)간의 균형
l

결국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신뢰의 문제와 결합
l

l

모든 보안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못함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지 항상 열람이 가능)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보안 기술과 조화가 필요
l

제 발등찍기가 될 수도 있음. 누구를 믿을 것인가 ?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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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식 사회를 위한 대비
r

Knowledge Society 시대를 대비한 상호 신뢰환경 도입이 시급히 필요
l

r

사물지능 트러스트 인프라
l

r

방대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축적 및 가공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됨에 따라 이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여부가 ICT융합 생태계 조성과
성장의 핵심으로 대두
데이터 및 정보, 지식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 시킴으로서 ICT융합
산업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의 생태계 조성 가능

Global Trusted Information Society (GTIS)
l

l

미래창조형 정보사회 표준개발 방안으로 GTIS를 통한 환경 친화형 Trusted
인프라 구축을 제안
신뢰(Trust) 기반 조성은 타산업(에너지, 의료, 교통 등)과 ICT 융합 실현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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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

jkchoi59@kaist.edu

미래 지식 네트워크 사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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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트렌드 측면의 ICT 인프라 기술 해석
r

사회발전을 이끌어 내는 “기반 기술”
l

l
l

r

ICT 전략의 의미 à 미래 사회의 전체의 변화 방향
l
l

r

한 분야의 특정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모든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
현재와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동인
정치,경제, 사회,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한 공통 인프라

미래 기술 트렌드에 근거한 사회적 니즈의 충족 전략
따라서 ICT 전망은 미래 사회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의미

ICT 인프라 구축 및 정책 효과
l

ICT 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jkchoi59@kaist.edu

25

ICT 융합 인프라의 미래
r

Free Economics 중심의 경제 환경
l

Free Economics란 ?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0 (zero)에 수렴하지만
여기에 숨은 가치의 교환과 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함

l

Free Economics는 Hidden Technology 시대를 예고함
l

l

소비자가 기술적 가치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체제
l 현재 소비자들이 통신비용에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유영역은 점차 줄어들 것임

Hidden Communication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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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인프라의 의미 및 효과
r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환경
l

r

Tech–driven이 아니라 Service-driven 융합인프라
l

r

콘텐츠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정보로서
현단계에서는 소셜미디어 형태로 나타남
단위 기술들의 융합 관점이 아니라 단위 서비스들의 융합으로 접근

네트워크 효과
l

미래 ICT 융합 인프라의 핵심 가치는 네트워킹에 있음
l

l

흩어져 있는 낱개의 조각 정보들이 ‘최적의 상황’으로 한 곳에 모여야만 의미 있는 정보가
됨 à 낱개 조각 정보가 모일 경우, 고급 의사결정 및 생산성 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부가 가치를 지닌 정보로 사용 가능

서비스 네트워킹, 콘텐츠 네트워킹, 및 휴먼 네트워킹 분류
l
l
l

서비스 네트워킹 (비용과 산업은 서비스 단위로 발생)
콘텐츠 네트워킹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이 목표)
휴먼 네트워킹 (현재 소셜 네트워킹의 한계점을 극복)
l

현재 SNS는 혼자 떠드는 공간으로 전락하여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휴먼
네트워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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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
(지식 정보의 효율성)

Data Delivery가 아니라 Knowledge or
Intelligence 효율이 중요
-데이터 전달을 통하여 정보 및 지식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적 정보와 지식이 필요함

메카프 효과

(사회적 연결성)

사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메카프 효과
Knowledge Intelligence 효율

-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아이디어 창출
-인간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창의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
-다양한 경험과 지식 정보를 갖는 사람간의 협력 활동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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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네트워크 사회 정의
(참조) 네트워크효과의 사회문화적 함의: 온라인에서의 문화적 장의 구조 변동 연구, KISDI

r

“지식 네트워크 사회” 정의
l
l

l

l

r

경제, 노동, 미디어, 정치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사회
사회적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그 자체가 항구적으로 지구적이면서 국지적이고
보편적이면서 맞춤화하는 사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문화적 거리는 (동일한 네트워크 내부의 한 점에서 나타나는
거리인) Zero에서 (네트워크 외부의 어떤 점에서 나타나는) 무한대까지 다양
개인성 (individuality)보다는 자유로운 집단 매개자 (networker, 혹은 intermediaries)가
중요성을 부여받는 사회

지식 네트워크 사회의 현상
l
l
l

흐름의 권력 (즉, 소통의 권력)은 권력의 흐름에 우선
사회적 행동 (정치인)보다 사회적 지형이 더 우위
네트워크에서 단절된 사람
l

l

창의성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언제, 어떻게, 왜, 누구와 결정을
못하고, 비 상호적으로 단일 방향으로 특정 업무에 묶어 있는 사람
육체적 공존 (physical co-presence)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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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네트워크 사회의 Life Style
r

지식 네트워크 사회의 Life Style
l

l

l
l

l

l

(참조) 네트워크효과의 사회문화적 함의: 온라인에서의 문화적 장의 구조 변동 연구, KISDI

소유의 종말 - 집이나 자동차는 물론이고 정보, 지식, 경험, 나아가
라이프스타일까지도 임대
다중인격자 - 한 번에 여러 집단에 속해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집단으로 부터도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
짧은 토막의 파편같은 의식 세계 - 가상세계나 네트워크를 통한 어울림
공유하는 체험의 집합 - 공동체와 문화의 일원으로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권리를 누리든지 or 배제당하든지
모였다 흩어지는(ad hoc) 네트워크적 문화 – 소비영역에서 변화가 계급 관계나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 생활양식 및 일상생활에 관심
체험사회 (Erlebnisgesellschaft) - 생산 조건과 소비 조건이 완결된 서사(예술적
범주에서)나 효율적 소비가 가능한 제품(경제적 범주에서)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서사와 소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장

l

2차적 체험 질서(order) 체계 – 시장 경제체계가 아니라 경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체험 수요와 체험 공급이 만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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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의 탄생
r

정보의 탄생과 소멸 과정
l

l
l

l

r

(참조) 네트워크효과의 사회문화적 함의: 온라인에서의 문화적 장의 구조 변동 연구, KISDI

유사성 가정 - 비슷한 정보를 가진 개인들은 유사하지 않은 정보를 가진
개인들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상호 작용
커뮤니케이션 가정 -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
정보－창출(information-creation) 가정 -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
망각(forgetting) 가정 - 개인들이 장기간 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정보를
잊는다

지식 창출과 활용 과정
l

지식의 창출과정: 지식과 지식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새로운
지식이 급속히 성장
l

l

ex)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 개발

지식의 활용과정: 수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요를 창출
l

쇼셜 미디어를 통한 기존 지식 산업 생태계의 재탄생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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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창출 효과 및 비용
r

정보 창출에서 ICT 인프라 효과
l

l

l

r

개인들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되는 정보의 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 수용력을 증진
생물학적 기억이 아닌 정보 기술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확산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
네트워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적 성장이 있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급속히
증가

지식 전환 비용 및 사회적 불평등 최소화
l
l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지식은 외부와의 호환이 어려울 때 전환 비용이 발생
전환비용이 클수록 잠김 효과가 발생.
l

l

잠김 효과(lock-in effect) : 기술이나 제품의 사용자가 하나의 기술체계에 익숙해져서 바꾸기 힘든
습관을 형성하는 것

ICT 인프라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최소화
l

공유된 정보에 기반한 불평등이 클수록, 사회구별에 기반한 불평등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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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데이터 산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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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습관
r

스마트폰 중독 현상
l
l
l

r

Digital Drug: 하루 8 시간 이상, 밧테리 방전에 매우 민감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보다 심각 à 스마트폰 자제 광고 문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 문화 à 새로운 문화의 탄생
l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항상 인터넷에 Plug-in
l

l

사이버 공통체 문화
l

l

열린 공간에서는 개인 중심 사회와 공동체 중심 사회 (유교 문명) 모두에 충격

새로운 토론 문화 탄생
l
l
l

l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스마트폰 사용 (일정 확인, 이메일 체크 등)

원격회의로 Face-to-Face 회의에서와 같이 언성을 높일 일이 없음.
인터넷으로 즉시 사실 확인이나 전문가 자문이 가능
투표 결과나 회의록을 기록하기 용이함.

모든 기기를 인터넷에 접속 (IoT) à 새로운 습관의 탄생
l

스마트폰으로 24 시간 상태 감시 (교통, 재난, 공공, 치안, 노약자, 어린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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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결성의 의미
r

새로운 사이버 문화의 탄생 (다중 인격적인 삶)
l
l

물리적 세계: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이버 세계: 자유롭게 탈퇴나 가입이 가능한 사이버 공통체문화
l

l

스마트폰없이 산다는 것은 ?
l

l

문명과의 단절 à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휴대폰이 있어야! à 모든 문제의 사회,
정치, 기술적 문제 해결의 시작점

상호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
l

l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열린 공간 임 à 이는 기존 공동체 문화 (특히, 유교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임. 개인 중심 사회와 공동체 중심 사회 문화의 충격

새로운 습관,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변화 (음성메시지 à 문자 à 쇼셜 대화)

연결의 위험성
l

사이버 왕따, 새로운 형태의 마녀사냥,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새로운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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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식사회를 위한 기술 발전 방향
r

새로운 데이터 활용 습관
l
l

r

빅데이타, Deep Learning, 지능형 검색, 가상 공간
스스로 찾아가는 데이터 ?

컴퓨팅 능력의 확장
l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음 à 영어 단어 기억을 위한 노력 ??
l

l
l

r

언어 장벽 극복, 실시간 번역도 가능

인간의 생각 속도보다 빠른 컴퓨터 à 새로운 Think 방식의 탄생
휴대용 슈퍼컴퓨터 (지식 도우미: 자료 검색, 비교, 처리, 가공)

모든 기기가 네트워크에 Plug-in
l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 연결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탄생
l

l

반자동화된 전통적인 알고리즘은 폐기 à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 등장!

생각하는 센서, 생각하는 아메바, 초소형 미니 로봇 탄생
l

단순 반복 작업이나 원격 감시는 IoT나 로봇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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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태풍 (삶과 비즈니스)
r

사회의 변화 (Resonance Society)
l

r

사업방식도 변화 (온라인 협동)
l
l
l
l

r

데모, 집단 행동, 여론 수렴, 뉴스 공감의 폭발적 증가 à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촉구 (이는 상호 연결성으로 귀결)
새로운 지식 분석 도구의 활용 방법에 따른 새로운 유통 질서 수립
모든 구매나 거래를 휴대폰으로! 업무 결재도!
의견 개진도!, 아이디어 개진이나 수집도!
기존 상거래 법이 따라 갈 수가 없고, 경계의 파괴가 일상적으로!

개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l
l
l

전문 분야별로 다양한 지식 정보나 지식 활용 수단을 이용
개인 참여 강화를 통한 새로운 삶의 기회
친구 만나기, 쇼핑, 음악 및 영화 감상, 데이트 방식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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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태풍 (기술혁명이 아니라 문화혁명)
r

새로운 문명 탄생의 조건 à 구글 시민과 애플 매니아
l

l

역사상 온라인으로 지금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대화를 하고,협의하고,
자료를 공유한 적이 없었음
새로운 온라인 문명도 새로운 기술을 무장하고 다른 국가나 사회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데 사용할 수도!
l

l

r

청동기나 철기 문명은 기존 석기 문명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데 사용

어떠한 사회를 원하는 지 ? à 사이버 국가의 탄생 예감

Digital Divide à Knowledge Divide à Culture Divide
l

비즈니스 및 개인 라이프 생태계, 국가/사회 생태계가 잘못하면 파괴될 수 !
l
l

l

자동차 운전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기도 전에 길거리에 몰고 나가서 교통 사고를 내고,
스스로 속도를 제어할 수 없으면 사람과 건물을 파괴

고성능 비행기나 로켓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익의 극대화에
사용할 지, 어떠한 환경 문제나 다른 생태계를 파괴할 지를 모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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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태풍 (권력의 이동)
r

권력의 이동 à 변화의 시대에 불가피한 혼란
l

새로운 권력은 지식으로 부터!
l

l

l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변화가 필요
l
l
l
l

l

국가, 사회, 기업, 주요 공공 기관의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법 및 제도도 바꿀 수 밖에! (현재와 같은 법, 규제 방식은 사후 약방문이나 오히려 걸림돌)
국내 및 국외 외교 정책이나 상거래, 무역 방식도 다시 검토!
개인의 신원 확인도 사이버 상에서는 개인 ID나 주민번호 대신할 다양한 수단 등장 !

개인 참여가 확대되고, 권한에 따른 책임도 강화
l
l
l

l

인터넷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강력하다는 사실 (새로운 권력과 새로운 문명을 이끌
도구?)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힘의 실체 (이를 좋게 쓸지 나쁘게 쓸지, 누가 먼저 세상을 휩쓸고
갈지, 누가 큰 이득을 취할 지 ?? 집단적인 실력행사나 행동도 가능!)

온라인 상에 책임과 권한이 새롭게 정의 à 악성 댓글이나 아니면 말고는 더 이상 곤란
명령, 감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각자가 판단 à 그러나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새로운 통제 수단이 등장해야! à 아마도 Trust 생태계

그러나 또 다른 혼란이 올지도! 제약이 없는 목소리로 너무 소란스러움
l

좋을 지 나쁠 지는 판단은 유보! 스팸, 스미싱 (SMS phising: Smishing)에 대한 면역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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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기!
r

지식은 믿음의 부분 집합 !
l
l
l
l

l
l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충분한 이유
믿음은 사실과 연결된 사실 간에 관계성에서 나온다.
또는 지식은 사실의 체계적 구성 (세상 표현, 생각과 의견 등)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세상을 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행동으
로 옮길 수 있는 정보 (actionable information)
사실은 실험으로 입증하던, 논리적으로 증명하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
받아들인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경우 : 지식의 한계

(플라톤)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은 첫째로 사실 (Fact)이고, 둘째로 정당한
이유로 신뢰 (Trust)를 받는 의견
l

l
l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 빵을 요리하는 방법,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방법, 방사능 물질을 찾았다
는 것, 천체의 운행 질서를 안다는 것, 항해술을 안다는 것, 수많은 의견 중에 가치가 있다는 것
지식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
정보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지식인가 ?
l
l

수집한 데이터 중에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
옳은 것으로 판명된 육감이나 추측은 지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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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사회성 및 개방성
r

독자들의 반응이나 대중 관심 유발
l
l
l

모든 지식은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Invisible public good”
정보를 모으고, 대화하고, 사실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실 여부
지식은 특정한 영역, 특정한 사람 모임, 특정한 목표에 가두는 순간 자아도취 환자
l

r

새로운 언론의 탄생 à 지식 중계자나 지식 거래자
l

l

r

정보수집이 체계화되고 정교해지기는 하나 뻔한 자료와 그들만의 집단 및 관료화 과정을 겪게됨

은밀한 보도 기자, 익명의 뉴스 수집, 정교한 검열시스템, 중요한 거래정보의 제 3
자에게 데이터를 판매, 기록의 봉인, 신종 지식 파파라치
지식 정보로 위장한 새로운 광고 수단 등장

네트워크 효과 à 인간의 새로운 능력 발견
l

l

l

사실 들이 모두 공개되고, hyperlink로 연결된다면 그 자체로서 데이터, 방법론, 가설,
이론, 사실, 추측, 도구, 읽을거리, 야망, 논란, 학파, 교과서, 교수진, 협력, 의견 충돌
등에 따라 관점과 논쟁거리 들간의 다양한 연결망이 조성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던 새로운 사고의 패턴이 나올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발
견이 가능), 복잡계 시스템을 해결할 새로운 과학 기술과 학문의 폭이 늘어날 수도 !
(무한의 상상, 기억과 처리 능력) 지금까지 인간의 능력 밖에 있었던 작업 들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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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다양성
(Cross-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of Knowledge)
r

Silo of Knowledge à Traditional Knowledge Process의 충돌
l

서로 교류해본 적이 없는 학문간 융합 : 수학자, 경제학자, 공학자, 생명과학자, 뇌과
학자, 언어학자. 수자원 관리자 등
l

l

r

스스로 만든 상아탑을 보호하는 욕구와 새로움을 위해 다양성을 위한 노력간의 충돌

어떻게 지식을 분류할 것인가 ?
l
l
l
l
l

r

여러 학문 분야간의 다양성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질 수도!

각기 마음데로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찾기가 어려움.
이종간에는 동일한 분류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도 없음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검색을 하거나 link를 걸 수 있음.
지식 식별자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함.
명칭 공간에 분류 기준, 정리, 호칭 방식 à 특히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관련된 정보간의 연결성이 중요 à Metadata
l
l
l

나이, 성별, 자녀수, 위치, 주소 등 같은 기본적인 부가 정보
과거 경험, 노하우, 관련 정보를 연계한 2 차적인 지식 메타데이타 !
특정 문제나 상황에 맞도록 재가공하거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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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해석
r

모든 지식과 경험은 해석이 중요
l

r

즉,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은 맥락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
l
l

해석은 사회적이다 (문화, 언어, 역사 및 환경의 불완전한 요소에 따라 !)
무제한의 데이터 정보 자체는 의미가 없음
l

l

인터넷 등에 올라온 자료 자체로는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l

r

자동차의 회전 신호 조차도 자동차, 물리학, 운전사의 의도, 법규, 주변 사람의 움직임 등과
같은 맥락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
좋은지/나쁜지, 정확한지 아닌지, 다른 의도가 있는 지 여부를 모르면 소용이 없음.

생각이나 지식을 모으는 방법의 변화 à 온라인 지식 메커니즘
l

지식을 개발, 보존 및 전달하는 매체가 바뀐다면 ?
l

l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토론이 가능

전문가 지식에 대한 도전 (전문가의 판단 오류와 대중의 집단 의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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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추론 절차
r

소크라테스의 3 단 논법
l

r

주장의 사슬 (사실과 추론) à 다윈의 종의 기원
l

r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시각 à 증거 발견 (변이의 존재, 취사 선택) à 변이 특성 이전
(인위적, 자연적 선택) à 변이 법칙 à 반대 주장 및 반박근거 à 진화를 믿을만한 이
유 존재 (기록은 없지만) à 현존하는 종의 변이 들의 환경 적응

지식 축적을 위하여!
l

How to connect the forms of knowledge
l

l

New forms of development, acquisition, and spread of knowledge
l

l

ICT의 강력한 저장과 처리 도구를 가지고 지식을 수집, 개발, 공유, 보급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

New media as an useful tools of internet and web
l
l

l

Word나 Writing로만 표현을 못함. 체험 지식과 사실과 recursive한 관계 속에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Text에 의존한 HTML의 연결성의 한계, 지식의 표현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제약이 너무 큼
소프트웨어,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들은 어떻게 연결시킬 새로운 미디어가 필요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of knowledge
l

언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지식 교환, 소통, 교육 및 개발 수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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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ocial Media의 등장 가능성
r

더 이상 신문이나 TV를 보지않는 세대
l

l
l

r

새로운 삶의 습관: 온라인 사용 습관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댓글, 블로그, 화상회의, smart
work 등)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제작: 시리즈 형태가 아니라 오든 선택가능한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제작
기존 미디어 형식의 다변화: 책, CD, 비디오 테이프,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전통적인 퍠쇄된
미디어 형식의 변화

기존 책의 지식 논리 구조상의 문제점
l

생각의 순서를 결정: 무조건 생각이나 정보간에 hyperlink를 하면 논리적으로 따라 갈 수가 없음 à 수많은 생각의 끄트머리가
없이, 잘려지고, 함께 묶고, 대량으로 배포되는 속성 à 결국 책과 같은 형태는 지식 전개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한가지 논리적인 관점을
강요하는 듯!

l

책을 읽는 순서: 원하는 곳부터 아니면 1 페이지부터 ? 중간중간 linked 형태로 skip하는 경우 à 그러면 생각 사이에 연속성은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인가 ?

l

인쇄된 책의 정리의 어려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 à 검색도구로 찾을 수가 있을까 ? 영어나 한글 철자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울 때 à 구글 검색으로 라도 찾으려면 철자 수정이나 제목이나 abstract로 검색해야! 아니면 출간 일자, 출판사명 등등

l

책의 곳곳에다가 수많은 스티커를 붙여두었다고 해도!
l

r

스티커의 의미와 왜 붙였는 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즉, 기억이 소멸되면, 관점을 잃어버리면, à 주제에 대한 설명이나 tag를
부착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려움! (잘못하면 올바르게 이해하는 흐름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음)

단편적인 conference 논문 발표나 기존 저널 형식의 문제점
l
l

더구나 때로는 검증되지 않는 분석 결과로 인한 혼란
의도적인 방향성이 논란이 되는 경우: 전문가 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극소수
자료만 엄선하여 게재할 때 à 누가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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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 유통 생태계 등장
r

소비가 새로운 유통을 만들어 내다!
l

컨텐츠 소비가 새로운 컨텐츠 창조로 이어지는 re-cycle 형태가 등장
l

l
l

r

시간이 너무 아까움, 빠른 이해와 의사 결정의 지원: 사람들의 의견, 경험
광고가 더 이상 광고가 아니고 콜센터, 114/119, 안내자와 조력자!

콘텐츠 생산, 소비, 유통 생태계의 다변화
l

교육, 의료, 물류, 환경 감시, 공공, 재난 등에서 지식 유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
l
l

r

트위터가 TV를 만나고, SNS가 IPTV를 만나고, 스마트폰이 방송을 만나고, 방송이 웹을
만나고, 다양한 미디어 도구가 서로 합종 연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

생산자의 다양화, 인터넷, VoD 형태의 유통 채널, 소비 방식은 N-Screen 등
스마트폰이 개인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업무용으로 확대

Value-Chain의 변화 à 기존 Off-line 생태계의 파괴적 혁신
l
l

PC에서 라디오를 청취, 책에서 비디오와 뉴스를 본다
OSMU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유통 플랫폼 à 즉, 미디어 소비 플랫폼이
새로운 지식 생산 플랫폼이 된다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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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지식 정보 관리가 필요
r

지식 정보 조각 모음
l
l
l
l
l
l

r

데이터 생성 형태 분석
l
l
l

l

r

파편화된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모음 공간이 필요
학회 논문이나 지식 정보 조각의 수집
객관적 정보 및 지식의 정확성이나 환경 조건의 불투명으로 인한 혼란
연결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파편화/단편화된 표준 문서로 인한 혼란
너무나 많은 포럼이나 콘소시엄이 만들어내는 서로 상이한 기술 문서 들로 인한 혼란
너무나 많은 지식 정보 분류 체계의 혼란
(전통적인 형태) 책, 비디오, 카메라, 워드, ppt, excel, 그림, art, animation, 만화 등
(현재) 블로그, 포탈, SNS, 댓글, flipboard 등 (요약정리, 주석, 해석, link 설정 등)
(미래) 가공하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려움 (데이터, 정보 생산 수단에 이름 명명, 자동
tag 생성, 및 의미나 해석 추가 등)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데이터 생성 패턴이 바뀜.

데이터 보관 및 활용 방식 분석
l
l

MySQL, SparkQL 등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권한과 관리 방식
분산된 Cloud, Directory, Web portal 및 dropbox의 자료 보관 방식은 어떻게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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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방식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
r

데이터 간 연결 수단 à 무정형 데이타 연결망을 그대로 둘 것인가 ?
l
l

대용량 컴퓨터는 무한대의 자료를 저장 à 그러나 어떻게 찾고 어떻게 서로 연결을 !
그러한 지식 정보를 어떻게 찾을 지 (Semantic Web 검색 도구 ?) 이름으로, 특성으로, 설명으로!
l

l
l

r

검색 키워드: 온라인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 à 그러나 언제 어떤 경우에 필요한 지 ?

(지식 표현 수단) 글자, 그림 모양, 소리, 비디오로 만으로 ! 그러면 연결은 어떻게 ?
연결된 정보간의 출처가 투명하고, 정확한지 ? à 이는 전체 지식 체계의 신뢰도 문제로 귀결

네트워크화된 지식 논리 구조à 보다 유연하고, 더 많이 연결되고, 더
interactive한 지식 구조
l
l

l

오픈 소스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지식 도구!
글로 표현한 구절 등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지를 도와주는 도구 à 데이터가 살아있게 하는 지식 행위
데이터 자료들이 hyperlink로 연결 à Linked Open Data (LoD)
l

l

l

할일 목록, 개인 일정, 심부름, 자질구레한 작업을 수행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데이터 손실을 막고,
기억력을 보조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과 정보 교환하고,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된 사람과 즉시 연결을 해야!
새로운 것을 찾도록 검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효율성을 높여줄 도구! 무궁 무진한 양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3D 인쇄나 기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데이터를 전달할 도구가 필요 (오픈 소스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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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화된 지식 논리 구조 (Knowledge Map)
r

미래 책 모양의 선택은?
l

l

수만 단어의 긴 종이책이 아니라 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데 효과적인 구조가 필요 (네트워크화
된 논리 전개 구조)
그러나 기억 (지식 링크)의 과학적 과정에 심각한 문제 도출
l

r

질문이나 검색을 중심으로 한 논리 전개의 문제점
l

l

r

데이타간 Link가 훼손되면 장기 기억을 못하고, 개념 정리를 방해, 나아가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의 깊이와 특징을 인
지 못하는 위협

콘텐츠의 구성 형식에 영향을 미침. 생각과 사고 형식에도 영향을 주고! à 복잡한 생각과 풍부한
논의가 될 수는 있으니 일관되고 깊이있는 논리적 사고는 어려움
관심 분야나 신뢰도나 기술적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지식 논리 체계가 필요

Knowledge Map 또는 Linked Chain
l

일반인 들의 수준에 맞는 가장 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 탐색
l

l

l

모인 집단의 규모, 크기, 가입 허용 범위, 자격, 지식 수준, 및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집단 지식 시스템이 달라짐
“대중의 지혜” :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중을 모아두고 의견을 구하면 개인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전문 지
식이 존재한다. 때로는 대중이 전문가보다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음.

전문가 수준에 맞는 지식 맵
l
l

특정 분야에 따른 믿음/의견과 사실과 세상 현상 간에 관계 (도착시간, 수리적 계산, 명칭/위치)
각종 전문적인 자료가 link되고, 관련 댓글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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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sourcing, Collective Intelligence 구성 조건
r

충분히 큰 규모의 대중
l

l

여러가지 지식을 갖는 다양한 집단, 특히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메커니즘 à 현재
인터넷 형태라야 가능 (다양한 재능은 오고가는 네트워크를 통한 대화와 사회적
관계가 필요, 전문 지식은 사람 사이에 존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 만들어둔 사이버 공간 그 자체이다.
l

l

l

논의가 특정 사실을 비난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더라도 회원 들간의 비판적인 시각과 외부의 시각과 중요한 주제를 묵살하
지만 않는다면! à 서로간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활동에 보람을 찾는 사람이 핵심
새로운 인터넷 창조, 세상 자체가 쇼셜 플랫폼, 아마추어가 만든 웃기는 똑똑한 장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아마추어와 전문가가 협력이나 결합으로 새로운 학설이 탄생 (멘델의 유전학,
라마누잔의 추측, Levy-Shoemaker 혜성 발견 등)
l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가진 전문지식과 동떨어진 것일수록 해결될 확률이 높아짐” à 개발 경진대회, 특허
경진대회 등 상금, 브레인 스토밍 등

r

섬세한 평판 시스템 (Reputation System: Trust)이 중요
l

l

대규모 인터넷과 이에 따른 Trust 시스템 (참가한 모든 사람의 선의가 필요, 자발적인
참여, 창의성은 관련 사람들간에 친밀한 분위기와 상호작용이 뛰어날 때 발휘됨)
Negative Synergy Effect (대중의 집단적인 Populism)
l

l

권위적이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링크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뢰도를 훼손하는 경우.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검증없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경우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토론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각도나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슈화를 시켜서 초기 질문에 대한 논지를 흐림으로써 성공적인 결론보다는 지리멸렬하고 무의미한 결론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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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Trust Correspon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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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Knowledge Society
r

Rule and Principles for Future Knowledge Society
l
l
l

r

Knowledge Society means
l
l
l

r

Magna Carta (Great Charter of Freedom): Year 1215
Democracy, Republic (Governance): Roman, Europe (year 1800 ~)
??? (Collective Intelligence, Collaborative): Year 2010 ~
Knowledge is invisible public good available to every individual
Foster Universality, Liberty, and Equality as a concept of Openness
Changes of Education, Science, Culture, and Communication

Empowerment of ICT Technology and Connectivity
l
l
l

From Information Society to Cyber Society
New Economy based on scientific and engineering knowledge
Change in the Workplace (or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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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and Concepts of Trust
r

Very Complicated Concepts
l
l
l
l
l
l
l
l
l

Reputation
Confidence
Belief
Expectation on the reliability
Integrity
Security
Dependability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

Trust

Security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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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of Trust
r

Human Trusts
l
l

Personal credibility, personal integrity
13 Behaviors for Trust
l

l

l

r

Business Trust
l
l

Business Action 및 Decision making
IoT Trust
l

r

(Character Behaviors) Talk Straight, Demonstrate Respect, Create Transparency, Right Wrongs,
Show Loyalty,
(Competence Behaviors) Deliver Results, Get Better, Confront Reality, Clarify Expectations,
Practice Accountability,
(Character and Competence Behaviors) Listen First, Keep Commitments, Extend Trust

센서 값의 신뢰도, sensor 측정 결과에 대한 판정상의 신뢰도, 관련 주변 상황 정보의 정확성,
전체적인 상황 판단의 오류 가능성

Data Trust (including Network Trust)
l

data integrity, data credibility, data confidentiality 등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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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CT infrastructure need Trust ? - 1
r

Knowledge Society is Risk Society ?
l

Do not open Pandora’s Box
l

l

l

l

By making ICT resources accessible to all the people with promises
but with Unknown Dangers
If spread of knowledge is accelerated, self-regulating capability of
the society is also boosted.
New character of the risks threaten us to cope with complexity of
interaction and mechanism of ICT infrastructure
- Find out the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these complexity

But, instability and insecurity are consequences of
scientific progres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l

Feel free the individuals from the fears and uncertainty to enable us
to contro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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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CT infrastructure need Trust ? - 2
r

How to prevent Risks
l

Risks are not equal and some are unacceptable
l

l

New technological revolution is a great advantage for
researchers to a vast amount of resources
l

r

Risks taken intentionally or incurred passively

But, impossible to identify Risk beforehand

Risk Identification
l

A matter of good governance
l

l

Undifferentiated flow of data is no value if we are unable to use it

Some agencies with technical and scientific abilities are
needed by public and private decision-making authorities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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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CT infrastructure need Trust ? - 3
r

Risk Handling System
l

l

Examples: Tsunami in Japan, SARS in East Asia, Saeweol
Seaboat and MERS in Korea, and War against terrorism, etc.
Knowledge becomes a strategic resource
l
l
l

l

Priority to ensure to the highest decision-making
Pass down the mission to the populations in time, in case of a disaster
Governments monitor content, identify access points, block illegal
discordance

New technologies of control, censorship and even regulation
l

Access enforced through constraints, restriction of content through
data filtering and the official encouragement of “self-censorship”,
and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surveillanc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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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CT infrastructure need Trust ? - 4
r

Human Right at Knowledge Society
l

l
l

l

l

l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well as freedom of information,
media pluralism and academic freedom
Closely linked with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and artistic creation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and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Privacy) The right to think and to say what one thinks is not the right to
disclose what one knows
Some information even at the sites of certain scientific discoveries can be
seen as sensitive and excluded from the information that may be freely
circulated
The protection of privacy of personal data has arisen as a new
fundamental right of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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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CT infrastructure need Trust ? - 5
r

Risks on Internet and ICT Technologies
l

l

l

l

The access of a large number of knowledge resources cause
irreparable damage and create unpredictable dangers.
The IoT/M2M systems have always proved unpredictable
and fallible although it is not proof against breakdowns
To protect misuse of knowledge falling into the hands of
terrorist, scientists and engineers have a duty to protect the
public-safety from hazards
The growth of knowledge societies might need the most
effective means to reduce risks and to share the benefits of
ICT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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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tation Management Cycles – Social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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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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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Links –Subjective Logic

(ref)
http://en.wikipedia.org/wiki/Subjective_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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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ust Network

(ref) www.ahi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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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Boundary of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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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환경에서 Trust 요구사항
r

IoT Security의 한계
l
l

저가의 IoT 센서에 복잡한 보안 알고리즘을 탑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단순히 보안 알고리즘만으로 IoT 환경의 모든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안됨.
l
l

l

r

또한, 아직 IoT 센서에 대한 신뢰가 없고, 서비스나 운영 관리 방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안 기능은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발생

IoT 생태계의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접근
l
l

IoT 생태계에 필요한 Trust 등급에 따라 운영 규칙과 Trust 레벨을 설정
IoT 센서나 IoT 기기에는 최소한의 보안 기능을 탑재
l

l

r

오히려 복잡한 보안 알고리즘은 해당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미래에 발생될 모든 위험 가능성을 보안 솔류션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음

예를 들면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금 지나간 상황이나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에만 의존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때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약간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각을 통하여 기억된 해당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소리나 후각이나 촉각 등과 같은 보조적인 수단이 결합하여 비록 눈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지나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각종 센서나 영상 및 소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해당 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도 (마치 아주 정교한 보안알고리즘에만
의존하려는 것같은)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장 성숙 단계에 맞추어 IoT 생태계에 지능 부여
l

IoT 생태계가 성장해가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Trust 기능을 탑재
l

수 만개의 서로 다른 IoT 센서와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전체 IoT 생태계 차원에서 단계별 지능을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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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of Trust Provisioning at ITU-T
r

Trust Information Infrastructure (TII) Forum Korea
l
l

r

Technical Report (White Paper)
l

r

Workshop at 23 September 2015, Seoul Korea
Future Trust and Knowledge Workshop, phase 2 at 2016
Initial results at the December 2015 (SG13 Plenary meeting)

Reflects on the next study period of ITU-T (2017 – 2020)
l

l
l

Distributed to each SG’s to set up the related standard plans and may
submitted to WTSA-16
Or optionally establish the Focus Group or Joint Work Group
May initiate the international joint activities between Academia and
Standard organizations

jkchoi59@kaist.edu

66

jkchoi59@kaist.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