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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국제경쟁력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래를 이끈다

t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사이언스,
국가통계의 도약

a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
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그림 1). 이 국가 전략은 “AI가 단순한

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전망 가운데 제시되었다. 즉 21세기 지구촌의 미래는 AI

i

국제경쟁력을 주도하는 나라가 이끌 것이라는 집단예지력에 기초하여 디자인된 미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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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한 국가의 미래에 비약

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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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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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비전 및 목표

디지털경쟁력 세계 3위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맥킨지, KISDI

현 10위(IMD)

삶의 질 세계 10위
현 30위(OECD)

f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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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12.17.)

m

주위를 둘러보자. AI 활용의 선두 기업인 구글·아마존·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데이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은 2016년 10월 「국가 AI R&D 전략」을 제시했다. AI의 핵심
인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의 선두 그룹인 캐나다도 2017년 「캐나다 AI 전략」을 제시
했다. 심지어 중국도 2018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산
업 육성을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이와 같이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
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AI 국가전략이 전 분야로 실행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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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먼저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특성과 관계를 규명한 후 국가 통계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는 선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국가통계
에 활용하는 한국형 전략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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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란 무엇인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 융합 학
문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도래”를 예견한 윌리암 클리블랜드(William Cleveland) 교수
의 정의와 결을 같이한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의 수집·정제·표준화 작업, 데이
터에 내재한 유형의 발견, 데이터 모델링에 기초한 미래 예측,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데이

2.데이터 사이언스에 내재된 인공지능(AI)에 주목하라

터 소통 등을 포괄하는 융합 학문”이다.
다음의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것처럼(그림 2),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처리 및 인
프라와 밀접한 컴퓨터 과학 분야,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주도하는 수학·통계학 분야,

AI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품질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품질 좋은 AI가 나온다
(Good data in, Good AI out).” 쓸 만한 질 좋은 데이터가 많다면 그만큼 AI의 도약 가능
성은 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정제·분류·예측을 포괄하는 데이터 사

그리고 해당 적용 분야의 전문성이 융합된 실용적인 학문이다. 특히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
이 접목되는 분야에서 바로 데이터 분류와 예측 모델에 힘입은 머신러닝이 비약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언스(Data Science)는 AI 미래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AI 기술력
(Technology), AI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Innovation Infrastructure), AI를 자유자재로 다

그림2. 데이터 사이언스의 구조
Client Requirements

루는 인재(Talents) 확보 역량은 취약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가운데 19위였다. 3대 평가 항목 중 지식은 4위지만, 기술은

Database Languages(SQL, Hadoop)

17위, 빅데이터 사용능력 등 미래 준비도는 24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사

Data Governance
Data Preprocessing

이언스라는 디딤돌 없이 한국 AI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AI의 도약적 발전
없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의 융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디지털 경
제(또는 데이터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도약과 더불어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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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CM Task Force on Data Science White Pap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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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rtificial Intelligence)란 무엇인가?

3.국가통계에 활용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AI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이 인간의 학습, 추론, 자연언어 이해 역량을 컴퓨터 알
고리즘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하며,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이다. 머신러닝(Machine

데이터 수집·분석·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통계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AI의

Learning)은 인간의 지능을 모사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에 내재하는 패턴이나

활용을 시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통계청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규칙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AI의 핵심 알고리즘이고, 딥러닝(Deep Learning)은 대규모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패턴 분석과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심화된

독일 통계청은 구인·구직 데이터 사이트에 노출된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유무와 입력·출력 변수의 필요에 따라서

자리를 추정하고 있다. 벨기에 통계청은 모바일폰 데이터 분석에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된다(그림 3 참조).

구통계를 예측한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산업재해 및 질병 원인 분석을 위한 응답을 머신

머신러닝은 통계학의 군집 모형 및 회귀 모형을 활용한 분류와 예측을 실현하는 모

러닝의 분류를 통해서 자동으로 코딩하고 있으며, 미국 인구통계청은 온라인 데이터를 연

델링 분야와 긴밀하고, 딥러닝은 요소 모형, 위계적(Hierarchical) 모형, 마코프 결정형

계하여 머신러닝을 활용한 물가통계를 추정한다. 또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에 진취

(Markov Decision Process) 방법론과 일맥상통한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통계학은 기

적인 영국 통계청(ONS)은 3년 전에 ‘데이터 사이언스국’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은

존의 데이터와 변수의 관계에 기초한 추론(Inference)에 그 강점이 있고, AI의 머신러닝과

국가통계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여 GDP 조기지수 측정, 위성 이미지 패턴 분석에

딥러닝은 데이터에 기반한 고도의 자동 분류와 미래 예측(Generalizable prediction) 역량

기초한 도시지역 산림 측정,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 예측 등에서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

에서 탁월하다.

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데이터 과학자가 국가통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
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통계청들을 선도하고 있다.

그림 3.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딥러닝의 관계

① 지도학습(감독학습, 관리학습): 입력 데이터를 통해
입력변수들의 정보를 받아서 정해진 반응변수(출력
변수)에 대한 예측 값을 얻는 것(분류 및 회귀 모델
링을 통한 질병, 지진 등 사전 예측)

지도학습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비지도
학습

자료: 장영재(2020), “디지털 혁신과 빅데이터”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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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지도학습(자율학습): 입력 데이터만 있고 미리
정해진 출력변수가 없음. 데이터에 내재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고자 할 때 사용(군집 모델링을 통한
분류로 페이크 뉴스 검색 등에 활용)
③ 강화학습: 전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판단을 해야 할 때 보상과 징벌의 시행착오
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알파고,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

4.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한국형 전략
한국의 AI 활용에 관해 ‘장단점/기회/위기 분석(SWOT Analysis)’을 해 보자. 먼저, 장점
(S)으로는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와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 경험과 과학
발전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약점(W)은 AI 인력의 부족과 AI 기술경쟁력의 취약성이다. 한
국은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에서 63개국 중 하위권인 56위이다(국제경영개발대학
원-IMD, 2017). 국가적인 AI 지원 규모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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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O)의 측면을 살펴보면,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데에 있어서 국가적인 위기 대응

5. 나가며

능력이 뛰어나다. 민·관의 협동 역량을 통해서 바이오·금융·의료 등 공공 분야를 중
심으로 AI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위협(T)의 요소를 살펴보면,

한국은 국제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2019년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AI 도약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인력 양성과 관련 AI 산업 진흥에 적극적인 미국·중국 등과 같은

의 기반은 품질 좋은 데이터(Good data)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러한 ‘좋은 데이터’의

국가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같이 AI 딥러닝 분야

수집과 분류 및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의 변화 예측에서 국가통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에 탁월한 나라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있는 전략적 도구이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학술원 및 학계의 데이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통계청도 이미 통계 생산, 통계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 등 주

사이언스 선구자 그룹, 산업계의 데이터 사이언스 혁신 그룹, 그리고 정부기관의 데이터혁

요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다각적인 통계 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신 그룹 등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면 한국의 AI 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표 1 참조). 통계 생산 분야에서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자료의 무응답 보정을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개선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업·산업 분류의 자동 코딩 시스템 개선

대외적으로는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통계의 비약적 혁신을 일

을 위해 딥러닝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가격의 수집·정제에서는 AI를 활용

으키고 있는 영국 통계청(ONS), 그리고 AI 딥러닝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캐나

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계 서비스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시스템의

다 고등연구소(CIFAR)’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연구(AI Accelerator R&D)는 AI 인력과 기술

구축, 인구총조사 데이터 시각화, KOSIS 챗봇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AI

력에서 취약한 한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에 필수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위해서 행정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모집단 DB를 구축
하고, 통계데이터센터의 역량 강화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
표 1. 국가통계에 활용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국가통계 생산과 서비스 분야
데이터 정제(Cleaning)

•무응답 대체(Imputation) 시 머신러닝·딥러닝 적용

다출처 자료 데이터 분석

•영상정보, 실시간자료 등을 이용한 국가통계 보완(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가격
자료수집 및 정제 연구)

통계 방법의 효율적 대체

•전통적 통계 방법 대체 검토(Random Forest 이용한 머신러닝 예측 모형을 시산 결
과에 활용)

데이터 처리 및 내검 개선

•딥러닝을 통한 산업 및 직업 분류 자동 코딩 시스템 적용
•머신러닝 기반 통계적 내검과 자료 처리 시험 적용

통계 서비스 및 시각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시스템(챗봇 등) 결과 분석
•총조사 자료 기반 데이터시각화 활용성 검토

자료: 통계청(2020)

72 | 73

머신러닝 기반 통계청 연구(2019년~현재)

KOST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