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기적인 „‟Day in the Life” 시리즈의 저자 Rick Smolan 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멀티 플랫폼 „The Human Face of Big Data‟를 선보이다 

- 혁신적인 스마트폰 앱; 뉴욕, 런던, 싱가폴의 “미션 컨트롤” 이벤트; 국제 청소년 참여 이벤트; 

사진, 에세이,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에 관한 놀라운 책; 2013 년 다큐멘터리 

뉴욕, 2012 년 9 월 13 일 /PRNewswire/ -- 뉴스 요약: 

 „The Human Face of Big Data‟ 프로젝트는 빅 데이터의 사회적 영향에 사람의 얼굴을 

대입하여 가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시도를 나타낸다. 

 2012 년 9 월 25 일에 이용 가능한 혁신적인 스마트폰 앱은 자신과 가족, 신뢰 및 다른 

주제에 대하여 궁금증을 유발하는 연속적인 생각을 통해 그들의 휴대 전화의 센서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2012 년 10 월 2 일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션 컨트롤(Mission Control)” 

이벤트는 전 세계에서 참가한 참여자들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 시각화 및 해석할 

것이다. 

 2012 년 11 월 8 일 “데이터 탐정(Data Detectives)”은 청소년 중심의 이벤트로,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이용해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 

고민, 신념을 흥미로운 데이터 시각화 및 그래픽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2012 년 11 월 20 일 사진, 에세이, 인포그래픽스의 훌륭한 책이 공개된다. 

바다를 탐색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에 안테나를 갖춘 바다표범; 모기를 찾는 데 사용되는 위성; 

가나에서 가짜 의약품 판매를 막는 SMS 시스템; 사람의 우울한 기분을 예측하는 스마트폰; 

당신의 행동이 2 년 전 당신이 이혼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했던 것임을 알고 있는 신용카드; 

의사에게 신체의 정보를 바로 전송하는 약 

이 정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산을 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http://www.multivu.com/mnr/58095-rick-smolan-human-face-of-big-data-project-globally-

crowdsourced 

위의 내용뿐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은 “Day in the Life” 시리즈의 제공자인 릭 스몰란(Rick 

Smolan)의 가장 최신의 획기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만든 사업 “The Human Face of 

Big Data” 를 통해 들을 수 있다. EMC®(NYSE:EMC)의 주요 후원을 통해 가능했던 이 

프로젝트는 위성과 수십 개의 센서, RFID 태그, GPS 가 활성화된 카메라와 전 세계 

스마트폰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시각화는 우리의 조상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존재의 측면을 감지, 측정, 이해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각적인 프로젝트는 9 월 25 일부터 8 일 동안 진행된다. “우리의 세계를 측정하다(Measure 

Our World)” 이벤트는 혁신적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싱가포르, 런던에서 열리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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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이벤트를 포함한다; “데이터 탐정”은 TED 조직과 함께 진행하는 국제적인 학생 

이벤트이다. 200 개 이상의 사진과 유명 작가의 에세이, 인포그래픽가 실린 멋진 대형 책; 

아이패드 앱; 다큐멘터리 

참조: 

릭 스몰란(Rick Smolan), Against All Odds Production 소속, 획기적인  “Day in the 

Life”시리즈와 세계적인 군중-참여 프로젝트의 창조자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빅 데이터가 신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 잠재성에 대한, 그렇지 

않다면 그 위험성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빅 데이터는 기업, 학계, 정부, 의료기관 

등 일상생활을 통해 보이지 않게 스며든 특별한 지식 혁명을 의미한다. 모든 새로운 도구와 

마찬가지로 빅 데이터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전달한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를 사용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 새로운 기술은 언어와 예술의 영향만큼이나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레미 버튼(Jeremy Burton), EMC 제품 운영 및 마케팅부 부사장 

 “빅 데이터는 소수의 엘리트 과학자의 컴퓨터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머지않아 남녀노소 

누구든지 우리가 살고, 통치하고, 일하고, 노는 길에 빅 데이터가 미칠 변형의 충격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The Human Face of Big Data‟ 프로젝트는 빅 데이터의 사회적 영향에 

사람의 얼굴을 대입하여, 가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시도를 나타낸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로젝트 구성 

The Human Face of Big Data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빅 데이터의 활동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기록 

2012 년 릭 스몰란과 제니퍼 어윗은 100 명 이상의 사진 작가, 편집자, 작가들을 빅 데이터의 

세계를 탐험하고, 빅 데이터의 세계가 진짜 존재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엔 미처 볼 수 없었던 도구들을 

표현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견했다.  

스마트폰 앱 

9 월 25 일부터 10 월 2 일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The Human Face of Big Data 앱(5 언어로 

안드로이드와 iOS 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을 통해 “우리의 세계를 측정하다(measure our 

world)” 이벤트에 초대한다. 이 앱은 전 세계 사람들과 질문을 유발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비교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휴대폰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접해 있는 일련의 

활동들에 참여하게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맵핑하고,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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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나 물건들을 공유하고, 자신이 평생 동안 경험한 다른 사람이 경험하길 원하는 특별한 

것들을 엿보게 하고, 자신의 세계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다. 참여자들은 또한 자신의 

“데이터 도플갱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션 컨트롤” 체험 

10 월 2 일 미디어 단체의 대표자들은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 및 시각화되고 해석될 미션컨트롤 이벤트에 초대된다. 전문가와 빅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들은 쌍방향의 “빅 데이터 연구실”에서 자신의 연구 사례를 공유할 것이다. 

TED 청소년 협회와 함께하는 “빅 데이터 탐정” 이벤트에는 학생들이 참여한다. 

11 월 8 일 전 세계 6 ~ 12 학년의 학생과 교사들은 데이터 탐정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측정 및 분석하고 매핑하는 일련의 데이터 수집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연결하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 고민, 신념들을 흥미로운 데이터 시각화 및 

그래픽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대형 일러스트 책 형식의 The Human Face of Big Data 

11 월 20 일 The Human Face of Big Data 책이 발표될 것이고, 전 세계 30 개국에 걸쳐 세계 

지도자, 포춘(Fortune) 500 대 최고 경영자, 노벨상 수상자 등을 포함한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같은 날 전해진다. 이 책은 200 개 이상의 사진의 매혹적인 배열과 유명한 

작가들의 뛰어난 에세이, 저명한 디자이너 나이젤 홈즈(Nigel Holmes)로부터의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다. 이 책은 또한 온라인과 주요 서점에서 판매된다.   

다큐멘터리 

2013 년 The Human Face of Big Data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About The Human Face of Big Data 에 대해 

The Human Face of Big Data 프로젝트는 편집에 독립적이며, 주요 스폰서인 EMC 의 

전폭적인 지원(EMC Corporation)을 통해 제작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시스코(Cisco), 

VM 웨어(VMware), 타블로(Tableau) and Originate 가 후원한다.  

The Human Face of Big Data 는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삼각측량하고 

시각화하는 새로운 능력에 주목하는 전세계적으로 군집된 미디어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무료로 모바일 앱과 미션 컨트롤 브리핑 행사, 데이터 탐정이라 불리는 학생참여자, 

200 개 이상의 사진과 에세이, 인포그래픽스를 포함하는 대형 포맷의 책, 아이패드 앱, 

다큐멘터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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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Face of Big Data 는 Against All Odds Production 의 공동 설립자 릭 스몰란(Rick 

Smolan )과 제니퍼 어릿(Jennifer Erwitt)에 의해 제작된다. Against All Odds Production 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뛰어난 스토리 텔링을 결합한 대규모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글로벌 

프로젝트의 집행과 디자인의 전문회사이다.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스몰란과 어릿은 

세계 물 위기와 문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인류가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는 것을 배웠는가와 

같은 새로운 주제들을 함께 고민할 저명한 기자와 사진작가(일반 대중회원을 추가)를 초대한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베스트셀러 일러스트 책, TV 특별 채널, 애플리케이션, 전시회 및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왔다. 전문지 포춘(Fortune)지는 Against All Odds Productions 을 

“미국에서 제일 멋진 회사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HumanFaceOfBigData.com 을 방문하면 된다.  

@FaceOfBigData 트위터와 페이스북 Facebook 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EMC 에 대해 

 

EMC 는 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 영역을 전환하고 서비스로 IT 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런 전환에 대한 근본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EMC 는 IT 부서가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보호와 

분석하는 데 더 민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현을 가속화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emc.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Against All Odds Productions; EMC Corporation 

문의: For The Human Face of Big Data: 조쉬 바란(Josh Baran), +1-917-797-1799, 

jcbaran@gmail.com; 줄리-앤 휘트니(Juli-anne Whitney), +1-917-741-5674, 

JulianneWhitney@gmail.com; For EMC: 마이클 갤런트(Michael Gallant), +1-508-293-6357, 

Michael.Gallant@e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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