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커먼즈 기술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선환)

□ AI-데이터 커먼즈 기술의 개요
ㅇ 컴퓨팅 인프라 상에서 데이터주권, 개인정보보호, 인센티브 등의
요구에 맞춰 IoT 데이터 소유자와 AI 제공자들이 참여 및 협력하여,
고신뢰 AI 분석 및 지능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림 1> AI-데이터 커먼즈 개념도

□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AI 서비스
- (UNIST, KAIST) 설명가능

ㅇ 클라우드형

인공지능 (eXplainable AI; XAI) 프로
젝트를 통해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설명하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 중

- (삼성 SDS)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중
,

기능을

SDS

- (LG CNS)

멀티 클라우드 기반 AI 빅데이터 플랫폼 ‘DAP
(Data Analytics & AI Platform)’을 출시하여, 빅데이터를 즉시 처리·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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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공유/거래/유통 플랫폼
- (ETRI)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및
효율적인 공유 유통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표준을 준용하는
데이터 관리체계와 데이터맵 상호운용 기능을 결합한 멀티테넌트
아키텍처 기반 오픈 데이터 유통 플랫폼 개발 중

- (KB 국민카드)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빅데이터
중개 ·거래 플랫폼 개발 추진

- (공공데이터포털)

년 기준 28,000건 이상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 750만건 이상의 활용 실적이 있음
2018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하여 , 30개 이상의
거래함으로써 기업들이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사업 추진단) 대학병원 등 40개 기관이
병원이 제공하는 환자 진료 정보를
바이오 빅데이터 통계를 이용 할 수
추진

□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ㅇ 클라우드형 AI 서비스

- (Facebook, DeepMind)

귀납적/연역적 유추, 상대적 관계 추론
등의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여 다른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억 네트워크 모델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DARPA)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 및 상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가능한 eXplainable AI 기술을 연구 중 (DARPA XAI Project)
<그림 2> DARPA XAI 개념도

※ 출처: https://www.darpa.mil/program/explainable-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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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기반

AWS

‘SageMaker’

플랫폼은 기계학습 모델 구축과

예측 생성을 지원하는 관리형 서비스로서,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기계학습 모델 구축
프로세스는 데이터 분석, 모델 교육·평가로 구성

- (Microsoft)

은 통합된 종단 간 데이터
과학 및 고급 분석 솔루션이며, 모델 관리, 실험 서비스 및 전용
‘Azure

Machine

Learning’

라이브러리를 통해 데이터 과학자들은 클라우드 규모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실험을 개발하며, 모델 배포가 가능

- (Google)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인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모두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함. 구글은
‘Machine Learning P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번역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개
데이터 공유/거래/유통 플랫폼

ㅇ

- (Digi.me)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반 사용자가 제공하고 싶은

개인 데이터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 활용 기업
들은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서비스 중임

- (Datacoup)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이 자신이 제공하길 원하는
개인 데이터 종류를 선택하고, 각 개인 데이터 종류의 가치에
따라 데이터 활용 기업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플랫폼을
제공함

-

Wibson (

분산형 개인정보 마켓플레이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정보 거래소로 모든 개인정보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관리
되며, 개인정보 제공자는 Wibson 코인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음

-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관련하여 EU를 중심으로 W3C의 DCAT과
DCAT-AP를 확장하여 EU 역내 국가 간 메타데이터 교환을 위해,
Stat DCAT-AP, Transport DCAT-AP
(extension)

이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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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DCAT-AP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