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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예측“Exercise 3. ”

인간행동예측 가치있는 예측인가, ?
송호경2013-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이 공개된 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소셜네트워  SNS . 
크데이터만으로는 어떤 주식이 언제 상한가를 칠지 혹은 환율이 언제 상승하는지 같은 소‘ ’ ‘ ’ 
위 고급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대신 주어진 자료에도 제시되었듯 소. 
셜네트워크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 따라서 만. 
약 필자에게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명절 때 구간별 교통체증이나 휴가 때 어느 해수욕장이 붐
빌 것인지에 대한 간단하고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학자들의 바람처럼 이런 예측을 통해 대중들이 과거와 달리 편안한 삶을 영위하  
는 것은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측은 예측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예. , 
측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이익추구에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왜 이러한 예측이 예측으로서의 가치를 잃는지 설명하겠다 예를 들어 올 여름   . 
휴가 에 평소와는 반대로 해수욕장에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릴 것이고 해수욕장에는 사람A B
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하자 그 사실은 곧 매체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 
게 된다 그렇다면 원래 한산한 피서를 위해 해수욕장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인파가 몰리. A
지 않는 해수욕장에 갈 것이다 예측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또는 사람들이 이B . . 
런 상황을 예측하고 반대로 행동해 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 즉 예측이 들어맞을 수도 있고 들. 
어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예측은 삼국지 화용도 패주 의 사례처럼. ‘ ’ 1) 누가 더  
많이 생각하느냐는 무의미한 전쟁을 일으키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왜 소수의 사람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보겠다 위의 사례는 예측을   . 
대중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예측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자. . 
그럼 평소와 달리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고 해수욕장에 사람이 적을 것이라 예측한 사람만A , B
이 해수욕장에서 한산한 피서를 즐기게 된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발병B . 
지를 예측하거나 테러가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국, . 
가적 차원에서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측을 한 국가만 . 
이득을 보게 된다.

미래를 알면 그에 대비할 수 있다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 
다 사회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인간행동예측은 대중에게 . . 
이익을 주려고 하면 예측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만이 이익을 독점하게 , 
된다 이러한 인간행동예측 무엇을 위한 예측인가. , ? 

1)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퇴각을 하던 도중 갈림길에 도착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 . 
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이 매복해 있다는 기운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 
곳 화용도 을 향해 퇴각하기로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매복이 있다고 생각하( ) . 
고 다른 퇴로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조조는 제갈량이 일부러 한쪽에 연기를 피워두고 다른 쪽에 . 
매복을 심었을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제갈량은 조조가 이 사고과정을 거쳐 화룡도로 올지 알. 
고 화용도에 군사를 배치했다 결국 조조는 매복하고 있던 관우에게 잡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