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2021

데이터산업
백서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발간사

02

Contents

142p

2장. 헬스케어분야 데이터 활용

155

2021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08

3장. 제조분야 데이터 활용

166

4장. 유통ㆍ물류분야 데이터 활용

175

5장. 광고분야 데이터 활용

186

6장. 모빌리티분야 데이터 활용

193

36

7장. 에듀테크분야 데이터 활용

205

46

8장. 농업분야 데이터 활용ㆍ비즈니스

213

9장. 데이터 동맹ㆍ제휴 현황

220

1부. 데이터 민주주의의 시대
1장. 데이터 권리의 민주화(국문 번역본)

2장.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
: 시티즌 사이언티스트와 스마트시티
3장. 데이터 경쟁의 민주화

114p

144

04

Data Sovereignty

82p

1장.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그림으로 보는 데이터산업 동향

국내 및 해외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34p

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58
72

2부. 데이터산업 관련 주요 정책·법제도

230p

5부. 데이터산업 기술 동향
1장. AutoML 동향 그리고 대중화

232

2장. Cloud Computing

248

1장. 국내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법제도

84

3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수준 및 프레임워크

259

2장. 해외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96

4장. 안정적 AI/ML 서비스를 위한 MLOps

271

2021년 데이터산업 백서 집필진

282

해외 데이터산업 관련 법제도

102

3장.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108

3부.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장.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16

2장. 해외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30

표 목차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표 1-1-1]

마이데이터 원칙과 데이터 주권

38

[표 4-6-1]

국내 교통관련 공공데이터 플랫폼

203

[Table 1-1-1]

MyData principles and data sovereign

49

[표 4-7-1]

AIEd(AI in Education)의 세 가지 모델

209

[표 1-2-1]

지속적 지능화의 장애 요인

59

[표 4-9-1]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223

[표 1-2-2]

스마트시티데이터의 범위

68

[표 4-9-2]

2021년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동맹 주요 사례

225

[표 1-2-3]

시티데이터 거버넌스 범위

70

[표 4-9-3]

2021년 금융회사 중심 데이터동맹 주요 사례

226

[표 1-3-1]

데이터 관련 경쟁 제한 우려 사항

79

[표 4-9-4]

2021년 기타 데이터동맹

227

[표 2-2-1]

주요국 데이터 정책 현황

101

[표 5-1-1]

DataRobot의 표준 머신러닝 프로세스 참고

235

[표 5-1-2]

AutoML 제공 유형

237

[표 5-1-3]

Market Presence Metrics

244

[표 5-1-4]

Gartner Peer Insights(2021)의 Customer Reviews

245

[표 5-1-5]

AutoML 평가요소별 기능요소

246

[표 5-2-1]

컴퓨팅 환경의 변화

249

[표 5-2-2]

외국계 클라우드 국내 진출 현황

251

[표 5-2-3]

클라우드 서비스 세부 유형 분류

253

[표 5-2-4]

Managed Service(MS) 내용

254

[표 5-2-5]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성장률 전망

255

[표 5-2-6]

국내 주요 클라우드

257

[표 5-3-1]

재식별 공격 위협

260

[표 5-3-2]

비식별 처리의 유형

261

[표 5-3-3]

ADF 구성요소 요약표

266

[표 5-3-4]

주요 비식별 프레임워크의 장·단점

267

[표 5-4-1]

PSI 계산 예시

275

[표 5-4-2]

모델 학습방안 조건

278

[표 3-1-1]	국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2016-2020년(E))

119

[표 3-1-2]	국내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2016~2020년(E))

120

[표 3-1-3]	국내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2016~2020년(E))

122

[표 3-1-4]	국내 데이터산업 부문별 데이터직무 인력 현황(2016~2020년)

123

[표 3-1-5]

국내 전 산업 데이터직무별 인력 현황(2020년)

125

[표 3-1-6]

국내 주요 산업별 시장 규모 추이(2015~2019년)

128

[표 3-2-1]

유럽연합의 데이터 전문 인력 수(2017~2021년(E))

134

[표 4-1-1]

데이터 3법 주요 개정내용

146

[표 4-1-2]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비교

147

[표 4-1-3]

금융사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현황

154

[표 4-2-1]

2021년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참여현황

159

[표 4-2-2]

마이 헬스웨이 4개 분야 12개 과제

161

[표 4-2-3]

2021년 디지털 치료기기 R&D 프로젝트 공모

163

[표 4-2-4]

2021 AI융합신규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발

164

[표 4-3-1]

수집 데이터의 종류 및 특징

170

[표 4-3-2]

주조 설비 주요 관리 항목 데이터

170

[표 4-3-3]

식품가공 업종 내 육가공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 예시

172

[표 4-5-1]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변화 추이 전망

189

그림 목차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그림 1-2-1]

데이터 기반 지속적 지능화 체계

59

[그림 3-1-15]	국내 전 산업의 향후 5년 내 데이터직무 인력 부족률

127

[그림 1-2-2]

‘데이터 활용 민주화’를 통한 지속적 지능화 장애 요인 극복

60

[그림 3-1-16]	국내 전 산업의 향후 5년 내 기술등급별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 비중

128

[그림 1-2-3]

데이터팀의 역할 분산

61

[그림 3-2-1]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시장 규모(2017~2021년(E))

131

[그림 1-2-4]

데이터 카탈로그의 확장된 메타데이터 제공 범위

63

[그림 3-2-2]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기업 수(2017~2021년(E))

132

[그림 1-2-5]

Airbnb의 Dataportal, Lyft의 Amundsen

64

[그림 3-2-3]	글로벌 데이터 전문 인력 수(2017~2021년(E))

134

[그림 1-2-6]

데이터 분석 과정 자동화 영역

65

[그림 3-2-4]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효과: 직접효과(2018~2021년(E))

135

[그림 1-2-7]

비즈니스 현업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 영역

66

[그림 3-2-5]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효과: 간접 후방 효과(2018~2021년(E))

137

[그림 1-2-8]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성 예시

69

[그림 2-1-1]

디지털 뉴딜 2.0에서 신설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

87

[그림 3-2-6]	GDP 대비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효과(직접 효과+간접 후방 효과)의
비율(2019~2021년(E))

138

[그림 2-1-2]

디지털 뉴딜 1.0과 2.0의 과제 변화

88

[그림 3-2-7]	유럽연합의 중장기 데이터 시장 전망(2020~2025년(E))

139

[그림 2-1-3]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도

90

[그림 3-2-8]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2021(E)~2025년(E))

140

[그림 3-1-1]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2015~2020년(E))

117

[그림 4-1-1]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체계도

148

[그림 3-1-2]

국내 데이터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2015~2020년(E))

117

[그림 4-1-2]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149

[그림 3-1-3]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2020(E)~2026년(P))

118

[그림 4-1-3]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체계도

150

[그림 4-1-4]	금융데이터거래소 체계도

151

[그림 4-1-5]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주요 역할

152

[그림 4-1-6]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53

[그림 4-2-1]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추진 과제

156

[그림 4-2-2]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시스템(예시)

158

[그림 4-2-3]	마이헬스웨이 개념도

160

[그림 4-2-4]	디지털치료기기 판단 기준

162

[그림 4-3-1]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 형태

167

[그림 4-3-2]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가치 창출

167

[그림 4-3-3]	지능화된 미래형 공장 개념

168

[그림 4-3-4]	스마트 공장 개념

168

[그림 4-3-5]

공정흐름도 및 데이터 수집 포인트

169

[그림 4-3-6]

대시보드 화면 구성 예시

171

[그림 4-3-7]

제어구간별 전류소모량 패턴의 가시화 및 분석 화면

172

[그림 3-1-4]	국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시장 규모
(2015~2020년(E))

119

[그림 3-1-5]	국내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시장 규모
(2015~2020년(E))

120

[그림 3-1-6]	국내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시장 규모
(2015∼2020년(E))

121

[그림 3-1-7]	국내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비중
(2015~2020년(E))

121

[그림 3-1-8]	국내 데이터산업 전체 인력 현황(2015~2020년)

122

[그림 3-1-9]	국내 데이터산업 인력 구성 및 데이터직무별 인력 비중(2020년)

123

[그림 3-1-10]	국내 전 산업 데이터직무 인력 현황(2015~2020년)

124

[그림 3-1-11]	국내 전 산업 데이터직무별 인력 비중(2020년)

124

[그림 3-1-12]	국내 데이터산업의 향후 5년 내 기술등급별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 비중 126
[그림 3-1-13]	국내 데이터산업의 향후 5년 내 데이터직무 인력 부족률

126

[그림 3-1-14]	국내 데이터산업/일반산업/전 산업의 향후 5년 내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 127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그림 목차

[그림 4-3-8]

제조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제 표준 가이드

174

[그림 5-1-1]

전 세계 2025년까지의 AI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 전망

233

[그림 4-4-1]

CJ대한통운, 네이버쇼핑에 풀필먼트 서비스 개시

176

[그림 5-1-2]

전 세계 자동 기계학습(Automated Machine Learning) 시장

234

[그림 4-4-2]

통합GS리테일 사업 비전

178

[그림 5-1-3]

DataRobot 모델 결과를 제공하는 리더보드 화면

236

[그림 4-4-3]

AI 알고리즘 XGBoost와 GRU를 활용한 수요 예측

180

[그림 4-4-4]

대표적인 물류 로봇

182

[그림 5-1-4]	Google Trends를 통한 AutoML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그림 4-4-5]

건물별 배송난이도 예시

184

[그림 4-4-6]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경로 자원 산정

184

[그림 4-5-1]

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지출 규모 전망치

187

[그림 4-5-2]

전 세계 유형별 디지털 광고의 분기별 투자 추이

188

[그림 4-5-3]

전 세계 광고 영역별 투자 전망: 2020 vs. 2021

[그림 4-5-4]

238

[그림 5-1-5]	오픈소스 - Auto sklearn, Auto WEKA, TPOT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239
[그림 5-1-6]	스타트업 - DataRobot, Dataiku, H2O.ai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239

188

[그림 5-1-7]	거대테크 - MS Azure, Google, AWS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240

국내 광고시장 매출액 비중(2020년(E))

189

[그림 5-1-8]	AutoML의 영향력

241

[그림 4-5-5]

2020년 12월 기준 온라인 동영상 광고비(좌측) 및 추이(우측)

190

[그림 5-1-9]	Targetbase(2018)의 Automation 평가

243

[그림 4-5-6]

네이버 게시글 수 추이(2003~2020년)

191

[그림 5-1-10]	AutoML 솔루션 새로운 흐름

243

[그림 4-5-7]

메타버스 수익모델의 진화 단계

192

[그림 5-2-1]	클라우드 사업구조

250

[그림 4-6-1]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vs. 인간 운전자 수준 비교

196

[그림 5-2-2] 	클라우드 생태계 Value Chain

250

[그림 4-6-2]

자율주행 데이터 소스 및 인공지능 적용 절차

197

[그림 4-6-3]

차량 데이터의 잠재적 수익과 시장진입 속도에 따른 서비스 유형 분류

200

[그림 5-2-3]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별 매출 및 성장률, 매출 대비 비중
(2020)

252

[그림 4-6-4]

카페이먼트 에코시스템

202

[그림 5-2-4]	클라우드 시장 규모 전망

255

[그림 4-7-1]

글로벌 교육 분야 에듀테크 지출 규모(2020~2025년)

206

[그림 5-2-5]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전망

256

[그림 4-7-2]

글로벌 교육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의 성장

207

[그림 5-2-6]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서비스별 비중

256

[그림 4-7-3]

1965년에 출시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플라토(PLATO)

209

[그림 5-2-7]	국내 업종별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현황

257

[그림 4-7-4]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가능한 데이터 모델

211

[그림 5-2-8]	국내 업무별 클라우드 사용 현황

257

[그림 4-7-5]

Open Edx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상호작용 관계

212

[그림 5-3-1]	Identifiability Continuum의 개념적 5단계 모델

263

[그림 5-3-2]	ADF Workflow

265

[그림 4-8-1]	목화 종자에 인디고 애그리컬처의 미생물 코팅 기술 적용
(왼쪽: 인디고종자)

214

[그림 5-3-3]	국내 데이터 상황 분류도

268

[그림 4-8-2]

아쿠아바이트 수중 카메라(데이터 인식) 및 빅데이터 활용

214

[그림 5-4-1]	ML코드를 포함한 실제 ML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272

[그림 4-8-3]

스막텍의 최적 사육 관리 시스템

215

[그림 5-4-2]	드리프트 모니터링 예시

275

[그림 4-8-4]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온실 공간과 IoT 센서 설치 중인 디지로그팀

216

[그림 5-4-3]	챌린저 모델의 정확도 모니터링 예시

277

PA R T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제1장.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제2장.
헬스케어분야 데이터 활용

제3장.
제조분야 데이터 활용

제4장.
유통ㆍ물류분야 데이터 활용

제5장.
광고분야 데이터 활용

제6장.
모빌리티분야 데이터 활용

제7장.
에듀테크분야 데이터 활용

제8장.
농업분야 데이터 활용ㆍ비즈니스

제9장.
데이터 동맹ㆍ제휴 현황

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다. 2021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

제1장.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구태
(카르도 전략부문 이사)

내 가구인터넷 접속률은 99.7%, 국민 이용률은 91.9%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 보급률은 세
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76.5%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은행 인터넷뱅
킹서비스 이용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서비스 이용금액은 전년대
비 15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기업의 업무들도 대

핀테크로 시작된 금융업 변화의 물결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산업도 더 이상 기존 금융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새로운 기업, 서비스와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신구 경쟁자 간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고객을 가장 잘 이

부분 디지털로 전환 중이다. 이제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금융기업들이 금융업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생존을 위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해하는 것이다.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빠르게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확보는 각 산업의 전쟁에 비견될 정도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
융당국도 데이터 개방, 활용에 적극 동참하여 데이터 활용 경쟁을 통한 금융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혜택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도입, 금융데이터거래소 출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제도와 금융 인프라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적의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데이터와 인

나. 데이터금융2의 중요성
국내 금융시장도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
비스업),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기존 금융사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금융산업이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으로 디지털금융 선점을 위한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쟁을 위한 필수 요건은 ‘데이터’

공지능이 바꿀 금융업의변화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데이터 활용에 가장 효과적 방법은 인공지능
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디지털 신기술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접목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가 생겨난다. 앞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선점하느냐에 따라 디지털금융 시장의 패권 선점은

1. 데이터 기반 디지털금융

달라질 수 있다.

가. 핀테크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
2005년 핀테크가 등장한 이후 최근 디지털금융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금융산업은 변화를

2. 데이터 3법과 금융데이터3 활용

거듭하고 있다. 국내 금융업에서도 토스, 뱅크샐러드 등 신생 핀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카카
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혁신에 동참하고 있다. 2016년 케이뱅크

가. 데이터 3법의 시행

를 필두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금융업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금융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은행, 증권,

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보험, 카드 등 전통 기업들도 금융업에 특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준비하고 있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을 통칭한다. 기존

1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업무방식 등을 혁신하고 기존 다

2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및 서비스
3 금융업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른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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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체계는 정보보호 측면만을 강조하여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표 4-1-2]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비교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당국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의 토대를 만들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꾀하고 있다.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EU GDPR 반영)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표 4-1-1] 데이터 3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내용
- 개인정보 관리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 마련
- 가명정보를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 일부 목적에 한해 신용정보 주체자 동의 없이 가명정보 이용·제공 허용
- 신용정보 주체자의 본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2020.3.30.업데이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접속일: 2021.11.2.)

-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나. 금융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통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결합 시도가 지속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2020.3.30.업데이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접속일: 2021.11.5.)

되고 있다. 금융업 역시 핀테크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융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각 산업 간 데이터 활용 경계도 점차 희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기업이 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정보제공 기관에서 수집한 고객의 신용데이터를 외부 데

유한 방대한 금융 정보와 통신, 유통, 콘텐츠 등 다른 분야의 고객데이터가 결합되면서 맞춤

이터와 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가명정보4’ 개념을 도

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업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

입하여 명확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 마련 및 이종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가명정

만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설계·개발하였다면, 앞으로는 경쟁 금융기업의 데이터(입출금

보는 완전한 비식별 조치가 된 익명정보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할

내역, 카드거래명세, 보험계약 정보 등)뿐만 아니라 통신료 납부내역, 유통사의 장바구니 정

수 있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보 등 이종 산업의 데이터와도 결합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정보제공 기관이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고객 성향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초개인화된 서비스

시엔 반드시 가명조치 후 중앙기관의 승인 하에 제공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도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금융

있는 가명정보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 축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4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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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4-1-1]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체계도

[그림 4-1-2]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금융공공기관 원천DB

데이터 상호연계ㆍ융복합ㆍ표준화ㆍ개방

금융감독원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개방

예금보험공사

수집서버

개별 DB

자료입수

신용보증기금

개인
오픈API
오픈포맷

통합기업정보
데이터셋

통합금융회사정보

한국산업은행

데이터 수요자

오픈API

통합공시정보

중소기업은행

통합자본시장정보

한국예탁결제원

국가자산공매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기업,
핀테크회사

오픈포맷

- 통합기업정보
- 통합금융회사정보
- 통합공시정보
- 통합자본시장정보
- 국가자산공매정보

금융회사

연구, 학계

금융표준종합정보 DB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관리
공공데이터포털

DATA .GO.KR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 빅데이터 개방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합니다」, 2020.7.1.
목록관리

활용지원

오픈 플랫폼

수요자 의견반영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 전면개방」, 2020.6.5.

3. 금융데이터와 비즈니스 활용 사례
가. 금융공공데이터5 개방

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2020년 4월부터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9년 6월부터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다

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6(www.data.go.kr)

양한 금융, 신용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용 데이터와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며, 금융업에 필요

을 통해 오픈API7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개방되는 데이터는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

한 통계 작성 및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학술 연구를 지원한다. 금융 빅데

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등 5개 핵심분야 테마정보와 50개 서비스로 5,500

이터 개방시스템은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에만 집중되었던 신용정보를 표본추출하고 비식

개 항목, 4,400만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금융서비스 개발 시 신용정보회사를 통

별 조치하여 제공한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크게 표본DB와 맞춤형DB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해 유료로 해당 데이터를 구매하였으나 이제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본DB는 사전에 정의한 제공 항목에 대해 전체 모수를 기준으로 표본 추출하여 구축한 분

또한 핀테크 기업들은 비외감법인 정보, 통합 공시정보 등을 활용하여 거래 기업의 재무현황

석용 데이터로써 개인신용DB, 기업신용DB, 보험신용DB로 구성된다. 맞춤형DB는 이용자의

을 파악하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연구기관들도 금융기관 통계정보, 공시정

요구사항과 연구목적에 따라 커스터마이징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5 금융업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 사이트
7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한 통신규칙(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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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체계도

[그림 4-1-4] 금융데이터거래소 체계도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공급자
학계

은행
보험사
카드사
대부/공제
공공기관

데이터 수요자

집중 &
품질관리

표본추출 &
가명조치

신용정보
DB

원격분석
시스템

CreDB
서비스 포털

SAS, STATA, R,
Python

이용신청,
분석결과 반출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이용

연구소

은행·카드

금융기관

데이터조회

보험·증권

맞춤데이터 매칭

거래계약

데이터결제

핀테크기업

핀테크

신용평가
정부/공공

공급

공공
통신사

* 출처: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홈페이지(http://credb.kcredit.or.kr, 접속일: 2021.8.9.)

수요

데이터
결합

가격
체계

분석
도구

유통데이터
표준화

암호화
송수신

수요

금융회사
대학·연구소

공급

민간기업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 거래 초기시장 조성

다. 금융데이터거래소

* 출처: 금융데이터거래소 홈페이지(https://www.findatamall.or.kr, 접속일: 2021.11.2.)

2020년 5월에 출범한 금융데이터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호 매칭하는 중
개시스템이다.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편리한 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라. 마이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금융업과 이종 산업

2021년 2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화

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

된 오픈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

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데

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제공범위는 크게 5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여·수신 금융투

이터거래소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수요자 중

자 부문은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

심의 거래를 지향한다. 이용자와 개별 연락 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모든 거래 절차가 진

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이며, 보험 부문은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

행되는 편의성이 있다. 이를 통해 금융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 전 과정

담금 등), 대출내역(잔액, 상환내역 등)을 제공한다. 카드 부문은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

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금융업에 새로 진입하는 핀테크 기업의

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이며, 전자금융 부문은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

창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종 분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서

래내역(일시, 금액) 및 12개 범주화8 된 주문내역정보 등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스 개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마케팅 정보 창출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에 개인정보

나 상권분석 앱을 개발한다면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 소비패턴 등 기존 금융정보와 함께 지

이동을 요구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해당 제공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정보, 학군정보,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다.

개인이 정보제공기관의 종합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개인별 PDS9(Personal

2020년 8월 신한카드는 SK텔레콤과 함께 금융, 통신 가명정보 결합상품인 ‘카드소비×이

Data Storage)로 전송하게 된다.

동동선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 상품은 2020년 여름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별 고객 체류시간,

2021년 2월에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개소하였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마이데이

소비금액, 소비건수 등을 결합·분석한 데이터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를 활용하여 국민

터 프로세스 운영방안, 사업자 허가 절차, 제공 정보 종류, API 규격 등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

관광형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를 비롯하여 참여기관 관리, 등록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8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9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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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주요 역할

은행

카드

보험

[그림 4-1-6]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융투자

전자금융

통신

공공정보

마이데이터

고객

참여기관 관리

정보항목 및 API 표준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운영

마이데이터 보안ㆍ인증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기관을
등록하고 인증하는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사항을 관리

참여기관과 논의하여 정보
제공항목 정의 및 API 규격
표준화

참여기관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보안체계
및 고객 본인확인 방안 등
수립ㆍ안내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2021.7.8.

바. 대안신용평가
대안신용평가란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통신·전기·가스요금 납부이력, 온라인 구매정보,
SNS 정보, 이메일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안
과금체계 관리

중요 협의체 운영

제도개설ㆍ조사연구

민원 분쟁사항 관리

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위한 적정 과금모델 개발 및 제안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 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 운영

국내외 마이데이터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산업 확장을 위한
연구 실시

고객 민원 및 참여기관 간
분쟁사항 접수ㆍ처리

신용평가 도입을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가 어려운 사회초년생, 주부 등 씬파일러
(Thin Filer)10에게도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씬파
일러는 약 1,300만 명에 달하는데,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하면 중금리 시장을 확대하고 리스

* 출처: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mydatacenter.or.kr/, 접속일: 2021.7.22.)

크가 낮은 우량 고객을 발굴하여 대출 승인율은 높이면서 연체율은 감소시킬 수 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기존 신용평가 회사가 보유한 금융데이터에 자체적으로 분석한 다양

마. 인공지능(AI) 활용

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하였다.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

통해 네이버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온라인 소상공인에게 대출중개 업무를 하고

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

있다. 소상공인은 기존 평가측정 모델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자재구

용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

매, 상품판매, 경제활동 등 수집가능한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위험도가 낮은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인공지능 조직

적정한 대출규모를 산출·제공 받게 된다. 신한카드는 자사가 보유한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

구성,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3중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

업체, 음식배달 플랫폼, 프리랜서 마케팅 플랫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플랫폼 종사자를

용 데이터의 정확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게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도 한국신용데이터와 함께 중금리

된다. 2021년 내에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

혁신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에 뛰어들었다.

대출심사, 자산관리 등 핀테크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등장과 핀테크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
다. 또한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기존 금융사들도 금융상품 설명, 고객상담 등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설계하여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 실적 등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금융정보가 없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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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표 4-1-3] 금융사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현황
구분
네이버 파이낸셜

스마트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전용 대안신용평가 및 대출상품 개발

카카오뱅크

한국신용데이터와 조인트벤처 설립 및 중금리대출시장 진출

금융결제원

한국기업데이터와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델 구축

롯데카드

제2장.
헬스케어분야 데이터 활용

내용

1

한현욱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보의학교실 교수)

헬스케어데이터는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생산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다양하고 많은 양으로 생산

나이스 평가정보와 자영업자 전용 대안신용평가모델 공동 개발

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 출처: 각사 발표자료 정리

노력중이다. 헬스케어분야 데이터 활용은 정부-병원-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는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헬스케어분야 데이터 활용 현황을 여러예를 들어 설명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

4.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한 주요 국가 R&D 과제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분야에서 미래 데이터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비를 통해 데이터금융 시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8월 금융당국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놓고 마이데이
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하였다. 2020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체계와 함께 금융데이터 생성, 결합, 거래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개방
확대와 신규 사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금융 경쟁과 혁신의 촉진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

1. 헬스케어데이터 산업 정책 동향

한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기
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다양하며 방대한 종류의 데이터 중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데이터이

기업들이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다. 헬스케어데이터 산업은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비약적인 성

는 데이터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도 각광받게 될 것

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헬스케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의료법과

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비정형, 비금융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데이터가 기존에 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지배를 받는 강력한 규제의 산업이기도 하다. 헬스케어분야

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

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로 산업 비즈니스를 영리기관인 기업에

었던 취약계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증가되

한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헬스케어분야는 비영리 기관인 병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

어 금융거래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금융업에서 추구하는 금융 중개기능의 효율

문이다. 헬스케어데이터 산업 분야는 정부-병원-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 비즈니

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헬스케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생산·집적·
활용에 관한 3대 분야와 이를 실제 구체화하기 위한 9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여 개방하는 방법,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

1 이 장에서 저자가 사용한 '헬스케어데이터'와 '의료데이터', '헬스케어분야'와 '의료분야'는 의미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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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해 보지 못한 헬스케어데이터를 마주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부심 중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이비엠 왓슨(IBM Watson)을 시작으로 애플 및 구글과 같은 IT 공룡 기업들

정부에서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의료 인프라’를 선
정하여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병원을 집중 육성·발전시키겠다고

이 헬스케어데이터 산업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였다. 환자의 헬스케어데이터를 플랫폼화
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미 포석을 깔아놓은 상태이다.

계획한 바 있다. 최근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헬스케어분야에서 다양한 국가 R&D투자가

최근 국내에서도 헬스케어데이터 산업 분야에 도전장을 내는 기존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헬스케어데이터 산업의 주요 예를 소개하고, 관련 국가 R&D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클라우드는 헬스케어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의료분야 클라우드 인증을

투자 및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해 향후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받아 놓은 상태이다. KT는 데이터기반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샤인’이란 앱을 출시하였
다. 이 프로젝트는 자선단체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지원받아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
트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조기진단 알고리즘 개발과 통신 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

[그림 4-2-1]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추진 과제

산 경로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핵심 추진과제

한편, 최근 국내에서 헬스케어데이터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선전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

데이터 생산

데이터 집적(platform)

데이터 활용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쌓고,
누구나 쓰게 하겠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이 실제
활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발전한 분야가 의료영상 인공지능 분야이다.
국내의 의료영상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는 뷰노, 루닛과 같은 기업이 있다. 이미 이
러한 회사는 창업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코스닥 상장을 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

1

데이터 표준화 및
질 관리 강화

4

원천데이터
집적 플랫폼 완성

6

데이터 중개·분양시스템 체계화

2

선제적 데이터 개방

5

선도 활용플랫폼 고도화

7

데이터 핵심인력 육성

3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8

활용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9

현장중심 산업화 지원

였다.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문을 두드려 IPO에 성공한 신
테카바이오와 같은 기업도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체 및 임상데이터를 수
집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개인화된 의료정보

추진인프라

10

안전활용
데이터 법제개선
생산

11

를 유통 및 관리하기 위한 헬스케어 기업도 등장하였다. 메디블록은 헬스케어데이터를 안정

참여형
정책추진체계
데이터
생산 확립

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다. 레몬헬스케어는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험
사와 연계하여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전략」,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6.3.

최근의 산업 경향은 헬스케어데이터 산업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
화ㆍ다각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과 기업이 협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증가하
고 있다.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 기업의 환경을 경험하고 창업하는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 헬스케어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 현황 및 동향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데이
터에 근거한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 및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헬스케어분야는 전자의무기록의 보편화와 유전체 분석 기술의 고도화에 힘입어 광범위한 디
지털화가 진행 중이다. 전통적인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방법인 세포실험(In-vitro)과 동물실험

정부에서도 헬스케어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 분야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장에서
소개할 다양한 국가 R&D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n-vivo)이 초고속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생명정보분석실험(In-silico)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기기의 대중화를 통해, 개인중심의 라이프로그 헬스케어데이
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통신 기업은 그동안 전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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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케어데이터 분야 주요 정부 R&D

[표 4-2-1] 2021년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참여현황

가.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주관병원

참여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
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아이티아이즈, ㈜비주얼터미놀러지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삼성SDS㈜, GE헬스케어, 한미약품, JW중
외제약, 제약바이오협회, 대웅제약, 한국존
슨앤드존스메디컬㈜, 성균관대산학협력단

계명대동산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분당서울
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이화여대의대병
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이지케어택㈜, ㈜인피니트헬스케어, 사이앱
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라인웍스, ㈜인브레인, ㈜유젠스, 가톨릭
중앙의료원, 평화이즈, 데이터스트림즈,
메타빌드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파이디지털헬스케어, 대아정보시
스템, 솔비트, ㈜태영소프트, ㈜미소정보기
술, 레몬헬스케어, 지니너스 주식회사, ㈜위
세아이텍, ㈜에이아이트릭스, ㈜메디웨일,
㈜헬스올, 버드온

고려대학교의료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건양대병원,
길의료재단, 김안과병원

네이버클라우드㈜, 티맥스티베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
원, 울산대병원, 춘천성심병원, 세종병원,
한길안과

㈜헬스리안, ㈜메디컬에이아이, ㈜미소정보
기술, ㈜웰리시스, 에비드넷, Lux Mind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병원 의료
혁신 생태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이다. ‘보건의료데
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민간병원에 축적되어 있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치료기술, 신약, 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의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보안·전문인력을 확보해 전문분야별 특

서울대학교병원

화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
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등 총 7개 컨소시엄, 40개 병원

서울아산병원

및 4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2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병원이 충분한 전산장비를 도입·보강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
을 구축하고, 둘째,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해 국제적인 수준의 데이터 표준화·거버넌스를 구축·
지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신생물·순환계통질환·호흡계통질환 또는 질환·연령·환

세브란스병원

자군에 따른 분야별 특화된 의료데이터 개발·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임상데이터를 제공하고, 넷째,

참여기업

시나리오에 근거한 의료데이터 셋을 정의 및 구축하여 신약·의료기기, AI 등 개발을 위한 연구 체
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4-2-2]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시스템(예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시스템(예시)

*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2021.4.1.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연계정보
내부

빅데이터
연계ㆍ수집 서비스

EMR

연계 Hub
Interface

정형(진료기록)
비정형(CT, MRI영상)
개인정보
정형(진료기록)
비정형(CT, MRI영상)

외부
(공개자료)

의료정보 연계/가공 및 제공 관리
정보검색

요청정보 접수/심의

WEB

회원정보

서비스호출

빅데이터 분석/처리 서비스
통계 분석/마이닝 기능
데이터 마이닝

통계분석

텍스트 마이닝

사
용
자
포
털

분석지원 할당관리

머신러닝

예측분석

공통 데이터 관리

트랜잭션관리

빅데이터 저장 서비스

연계ㆍ수집실행

데이터 연계ㆍ수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
보
요
청

전달보장
프로토콜변환

XML

회원관리
데이터 시각화

메세지/처리흐름
인증/보안

데
이
터
연
계

정보 제공

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영상 데이터

관리 데이터

진료기록 데이터

외부연계 텍스트

CT 영상
MRI 영상

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 모델

데이터 위치 정보
데이터 저장 메타정보

RDBMS

NoSQL

Object File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요
청
정
보
•
분
석
제
공

소속 의사

한국판 뉴딜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10대 과제에서 헬스케어분야와 연계된 과제로는 데이터
소속 연구원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이 있다. 이 중 데이터 댐 사업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플랫폼
화된 ‘댐’에 가둬두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의 사용 효율을 높여

빅데이터 수집 서비스
질환별 데이터 수집

연구문서 데이터 수집

수집 자원 관리

수집처리 모니터링

나. 헬스케어데이터 댐 사업

부가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많은 종류의 막대한 데이터가 여러 민간기업 및 공

개인정보 비식별화

인덱스/링크정보

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생산되었으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이를 체계

인공지능 기반 의료정보 가공 서비스
학습데이터 생성

데이터 정규화

학습데이터 추출

데이터 검증

데이터 시각화

적으로 개별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를 위해 헬스케어분야에서는 질병 중심으로 여
AI 정보
ROB

NoSQL
DB

분산파일
DB

러 병원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의료데이터를 통합 및 정제하여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

* 출처: 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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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예를 들어, 척추질환 환자로부터 영상데이터 및 임상데이터를 표준화

이 사업의 3대 추진전략은 첫째, 건강정보 제공 항목의 순차적·단계적 확대, 둘째, 국민들

및 레이블링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질병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에 저

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구축, 셋째, 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데이터 댐 사업의 전제 조건은 민

민간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개

간기업이 주도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의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병원으로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부터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
료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되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2-2] 마이 헬스웨이 4개 분야 12개 과제

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해당 진료기록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 자신이 겪는 질병에 대
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의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Personal
Health Record)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논의로 구체

4.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2.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유형별 수집항목
정의

- 플랫폼 공통 인프라 구축

- ‘나의건강기록’앱 개발

- 사용자 인증·동의 체계
구현

- 활용서비스 연계·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구축

- R&D를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다. 마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서 손쉽게 확인

3.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1.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 플랫폼 제공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유인 방안 마련

-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민·관 협업을 위한 거버
넌스 구축
- 대국민 소통 전략 마련

* 출처: 대통령직속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위, 「마이 헬스웨이 도입방안」, 2021.2.24.

화되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건강
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해당 데이터는 적재적소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마이헬스웨이 사업과 타 데이터사업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활용

에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이 의료데이터의 주권을 갖지 않고, 개인이 의료데이

한다는 데 있다. 개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직접

터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되며, 어떤 사업체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헬스웨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재정적 뒷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

받침이 필요하다. 마이헬스웨이사업을 통해 진료기록을 발급할 경우 과금에 대한 비용 문제

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한다.

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정보분야 인프라에 투자하기 어려운 영
세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4-2-3] 마이헬스웨이 개념도

라.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환자 관리 및 치료는 진료 후에 의사가 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약물을 처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 최근에는 약물의 처
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행동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기술들이 고안되고 있다. 바
로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디지털 치료제는 의
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
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한다. 즉,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실행시켜 질환을 개선하
거나 치료한다는 개념이다. 하드웨어에 의존적이지 않고 특정한 의료기기의 목적을 띄고 독
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를 말한다. 여기에는 의료용 모바일 앱
*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 구축 시작」,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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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상·증강현실(VR·AR), 게임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경

[표 4-2-3] 2021년 디지털 치료기기 R&D 프로젝트 공모

도인지장애 등 정신·신경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 질환의

과제명

치료 및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산업원천 기술 개발·실증 및 상용화 지원 연구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다

코로나 블루 시대 동반 우울증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개발

양한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약물 개발과 거의 유사하게 임상적인 유효성을 확

공황 장애 치료와 연관 스트레스 관리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개발

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헬스케어데이터가 확보돼야 하고,

소아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섭식장애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개발

제작된 제품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데이터가 생산되기도 한다.
금연 치료와 모니터링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개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기립성 또는 식후 유발성 저혈압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개발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를 포함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의 판단 기준, 제품 사례, 허가신청 자료 등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산업기술개발사업,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 RFP」, 2021.2.4.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안전성 및 성
능 평가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 구체적인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림 4-2-4] 디지털치료기기 판단 기준

(1)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PC, 모바일 제품,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의 범용(공산품 등)

마.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디지털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

(1)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 2019년부터 정부는 메르스 등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

N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사용

하여 7개 중점과제, 33개의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었다. 이 연구개발 사업의 주된 목적은 감

Y

(2) 적용 범위
• 질병 대상: 국제질병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 과학적(임상적) 근거의 종류(선택 가능)
•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 등
• 전문가 검토를 통해 출판하는 학술지(Peer-reviewed Journal)에 게재
된 임상 논문
• 탐색,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

(2)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는가?

염병의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유입차단을 위해 감
N

염병 생물감시 마스터플랜 수립, 임상감시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정보 수집 및 통합·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생물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Y
(3) 치료 작용기간의
과학적(임상적) 근거가
있는가?

대응에서는 감염병 환자 치료 및 확산 저지 작업을 위해 살처분 현장 및 의료현장 등 다양한

N

환경과 사용자 편의성 최적화로 국제 기준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개발 등을 수행한다. 확산

Y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방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의 평가방법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이 사업단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긴급상황실(EOC)에 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020.10.6.

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신종 및 원인 불명 감염병 등
의 임상 감시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또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과 병원의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해 ‘디
지털치료기기 산업 기술 개발·실증 및 상용화 지원’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RFP)를 내고 다

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감염병 차단 기
술에 관한 RFP를 내고 여러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어 기술 개발 중에 있다.

음 표와 같은 디지털 치료기기 R&D프로젝트를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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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 데이터결합에

[ 표 4-2-4] 2021 AI융합신규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발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가명정보에 관해서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과제명

연구내용

AI기술을 활용한 감염병의 전파 관련
매개변수 분석

감염병 전파 관련 매개변수를 선정하고,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AI기술을
활용한 상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감염병 매개변수를 도출

AI기술을 활용한 공간 내 감염원
전파 양상 분석

다양한 공간의 공기흐름 관련 실험 데이터와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에 AI기술
을 적용하여 공간 내 감염 양상 분석기술 개발

AI활용 감염병 유행 및 완화 전략
예측 모델 개발 및 고도화

유행 예측 모델 개선·개발과 AI알고리즘 등의 활용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및 지리
정보시스템(GIS) 시각화 기술 개발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AI기술로 분석하여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시각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병원에는 진료데이터 이외에 연구데이터도 많
은데, 진료데이터는 ‘의료법’의 영역인 반면, 연구데이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 조직
에서 이런 데이터 영역을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전체 데이터 및 영상데이터 등에 관한 가명화 처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유전체 데이터를 가명화하기 위한 기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에서 가명정보와 개인정보를 혼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AI융합신규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발」, 2021.3.

5. 향후 과제

4. 데이터 3법과 의료정보이용 가이드라인

COVID-19는 여러 산업의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 특히 국내 헬스케어분
야에서는 원격의료의 현실적 반영, 감염병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 차단과 방역, 공공의료의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

질적 수준의 제고, 가정 방문 건강돌봄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료

반법을 의료분야에 적용하다 보니 특수법인 ‘의료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을 우

는 디지털 대전환의 기점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기술 등과의 기

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술적 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양질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야의 유형별·목적별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사항 등에 관

및 관리하는 것은 헬스케어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수집

한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

된 데이터를 이용해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의료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한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가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가명정보의 처리 및

다. 결국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동시에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데

결합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분산 저

이터로부터 찾고 있다. 미래에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데이터 자원을 이용한

장되어 있는 의료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의 내부·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헬스케어분야 데이터

외부 반출 방법들에 관한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고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심의위원회의

R&D 과제 및 정책이 보다 체계화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이용에서 산업계의 혼

역할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그동안 의료데이터 결합 주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화된 데이터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결합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의 정보집합물 결합
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맡고 있었다. 최근 의료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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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그림 4-3-1]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 형태

제3장.
제조분야 데이터 활용

김창원
69.5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N=259, 단위: %]

겸임교수)
42.9
34.7

4.6

1.5

정부 데이터
분석사업 참여

기타

제조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조데이터는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원이다. 업종별 스마트
공장 구현을 통해 다양한 제조데이터 활용에 대한 실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 공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수요예측/불량
등 원인분석

고객사 요구
품질분석

6.2
활용 안 함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준을 일치시키고 표준화할 수 있는 과정이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실태 및 분석 수요조사」, 2020.6.22.

필요하다.

2. 제조데이터 실증사례

1. 제조데이터의 중요성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의 등장으로 기존 사업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화 및 디지털 전환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최근 제조 현장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 계측 데이터, 주문 데이터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운영프로세스, 고객관리 등 조직 전반에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제조데이터의 활용은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제조 구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
다. 제조데이터는 생산 관리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 전사적 자

[그림 4-3-2]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가치 창출

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제품 수명 주기 관리(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등 제조 IT 응용시스템에서 수집‧ 활용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비즈니스모델 재정비
새로운 수익 창출

운영 혁신으로
생산성·효율성 개선

온·오프라인 연계한
고객경험 혁신

디지털 혁신조직 구성
기업문화 변화 촉진

이러한 제조데이터는 기업 간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IoT, Big Data, Mobile, AI, Cloud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

제조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는 기업이 공정 혁신, 불량 예측, 신규 서비스 창출 등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수집해 다양한
제조공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제조데이터가 실시간
모니터링(69.5%), 수요예측/불량 등 원인 분석(42.9%), 고객사가 요구하는 공정 품질 분

비즈니스모델 재정비
→ GE Digital 설립

Smart Factory 구축을 통한
불량률 Zero(Amberg공장)

모바일–매장 연계를 통한
고객경험 극대화

지역/브랜드의 디지털 전략
개발을 위한 Digital CoE 구성

* 출처: 저자 작성

석 자료(34.7%)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스마트 공장의 데이터가 단순히 쌓아
디지털화의 핵심축인 스마트 공장은 ‘인간을 닮아가는 지능화된 미래형 공장’이다. 이에

두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으로 공장설비에서 산출되는 제조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형 공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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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 조립업종

[그림 4-3-3] 지능화된 미래형 공장 개념

기계부품 조립업종 중 조립기, 소음기 등의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불량이 발생한 위
Smart Factory는…
Smart

Sensing

국내 중소 / 중견 기업의 위치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것을
기계적으로 센싱 → 이상/불량/변경을 감지
- IoT 기반 조업/품질/설비 상태 통합 감지

IoT
적용수준
높음

Smart
Factory

Level 5
(고도화)
Level 4
(중간수준2)

Smart

Analytics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판단/예측

치 파악 불가, 수기입력(Key-in) 방식의 생산·공정 관리, MES 연동 불가능 등의 문제를 해결

Jump Up

Level 2
(기초수준)

Smart

Control

바람직한 상태로 실행되도록 사전에 Guide
제공 및 자동 컨트롤
- 실시간 관리 및 제어 기반 고품질, 무장애 조업 달성

낮음

Level 1
(미적용)

낮음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로컬 서버 및 클라우드 내에 저장하였으며, 이러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률을 33.9% 낮추고 원가절감액을
130.4% 증대시켰다.

Level 3
(중간수준1)

- 기술/통계 융합 모델로 Intelligent 예측/예지/판정

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작업환경·생산·작업 데이터 등 22가지 데이터를 분당 1회

[그림 4-3-5] 공정흐름도 및 데이터 수집 포인트
국내 중견/
중소기업

자동화수준

높음

원료창고
수입검사

케이스
불량
검사

스프링
불량
검사

코어
불량
검사

BODY
불량
검사

작업시작

케이스 체결

스프링 체결

코어 조립

BODY
BODY 조립
조립

NOISE
검사

성능
검사

외경
검사

* 출처: 저자 작성

제조데이터를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판단·예측하
고 알리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공장 스스로 센싱(Sensing)하고, 분석·예지하고(Analyze), 통

양품 취출기

양품 취출기

적재 출하

불량
검사

제하는(Control) 지능형 공장을 일컫는다.
스마트 공장에서의 업종별 제조데이터 활용을 통한 실증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조데이터 실증사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2020)」를 기반으로 하였다.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20

[그림 4-3-4] 스마트 공장 개념

•전자부품 조립업종
전자부품 조립업종 중 정밀모터 조립라인에 대한 스마트화 참조 모델에 따라 12개 셀로

환경관리

Virtual-Factory

- 전기집진, 탈황탈질

- 설비 신/중설 및 생산 조건 변경
시뮬레이션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베드 내 관할제어장치(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PLC), 전력,

설비관리

생산 관리

MES 데이터 등 3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템플릿 기반 품질 분석을 하여 품질 모니터

- 설비 고장 예측
- 설비 수명 연장(설비 건전성 판단)

- 계획수립 + 생산상황 통합관리
- 고급 분석 기반 무인제어

링 관리 방식을 구축하였다.

에너지관리
- 에너지 효율화 관점의 생산 최적화
- FEMS, ESS 활용

Smart Factory
IoT, Big Data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안전관리
- Wearable 기기를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

품질관리
- 연속공정의 실시간 품질 이상 예측 및
후공정 제어를 통한 최상 품질 유지

품질관리
- 실시간 물류 트래킹
- 무인크레인

* 출처: 포스코ICT, 키움증권, 「포스코 ICT(022100)」,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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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업종

[표 4-3-1] 수집 데이터의 종류 및 특징

금형업종 중 금형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비, 전

데이터 종류

데이터의 특징

모터 조립 설비
PLC 데이터

모터라인 조립 설비의 PLC에서 획득 가능한 데이터로서 공정별로 정의된 단계에 따라 데이터가
시계열 형태로 저장(저장데이터: 온도, 압력, 공정번호, 취득시간 등)

전력데이터

모터라인의 조립 설비 각각에 전력 미터기를 설치하여 각 설비에서 소모되는 전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

MES 데이터

공정 데이터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MES의 공정시스템으로 연동된 Log 데이터로서, MES에서
정의된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데이터와의 연계 상태 확인이 가능

력, 환경센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IoT 게이트웨이와 IoT 플랫폼을 적용하여
대시보드를 구축하였다. 적용 결과, IoT 게이트웨이와 IoT 플랫폼을 통하여 설비데이터, 전
력데이터, 환경센서데이터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3-6] 대시보드 화면 구성 예시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20

•주조 설비 업종
주조 품질관리 업종 중 내부 품질 문제 인라인 검사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금형 내에 센서를 설치하고 온도 등의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4가지 기계학습 모델을 적
용하여 예측치와 측정치를 비교 검증하였다. 적용 결과, 양품/탕경불량/기포불량 예측률이
93.8%로 정확하였고 생산성은 3.8% 증대하였다.1

[표 4-3-2] 주조 설비 주요 관리 항목 데이터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0)

설비명

관리항목

관련공정

관리방식

중량저울

무게(kg)

용해, 주조

용해로

온도, 투입량

용해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 투입량 / 실시간 그래프

다이케스팅

온도, 무게, 실적,
이형제, Gas

주조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 상, 하한 오차 한계 /
불량 수 / 불량유형 / 실시간 그래프

보온로

온도

주조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 실시간 그래프

펀칭기

Burr

트리밍

불량관리 / 불량유형관리

디버링기
샌드브러싱기

속도, 압력, 입방
수

사상

Rework / 실시간 그래프

열처리로

온도, 시간

열처리

성분분석기

성분검사

검사

Xbar-R 관리도, Cpk

3차원측정기

외관검사

검사

Xbar-R 관리도, Cpk

상, 하한 오차 한계 / 투입량/ 실시간 그래프

•열처리 업종
열처리 업종 중 열처리 공정 설비의 이상 탐지 및 고장 분석을 위하여 PLC와 OPC-UA2 기
반 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제어 구간별 전류 추이 분석을 딥러닝 기반으로 수행하였
다. 그 결과로 나온 제어 구간별 전류 소모량 패턴을 가시화하여 이상 상태 탐지 기준으로 활
용하였다.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 실시간 그래프

* 출처: 스마트공장추진단, 「스마트공장 참조모델 3차 개정증보판」, 2017.7.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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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업종

[그림 4-3-7] 제어구간별 전류소모량 패턴의 가시화 및 분석 화면

패션 업종 중 수기 기록을 통한 생산현황 일일 집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조데이터와 IoT
데이터를 IIoS(Industrial Internet of Services) 플랫폼 내에서 관리하고 클라우드 기반 품질분
석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적용 결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실시간 공정 및 품질 데이터
를 수집하고 공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며, 라인별 실시간 생산수량 확인을 위한 기능, 품질
불량 이력 확인 기능, 완제품 창고의 실시간 온ㆍ습도 모니터링 기능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염색 업종
염색 업종 중 염색 불량과 재염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색 공정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작업을 표준화하고, 에너지에 대한 유의 변
수들을 추출하여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였다. 적용 결과 생산성 17% 향상과 에너지 사용량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20

13% 절감 효과를 실현하였다.4

•식품가공 업종
식품가공 업종 중 수기로 기록한 문서들로 인해 전체 흐름에서 데이터 손실(Data Loss)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센서 및 스마트 저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

3. 제조데이터 정책 방향

여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 저장하였다. 적용 결과 인위적 정보 조작을 방지하고, 제조 작업에
대한 전산화와 장비 이상 및 제품 생산 중 불량 발생 등에 관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3

산업 현장에서 제조데이터는 업무 부서별 또는 비즈니스 영역별로 파편화되어 구축되어
있어 통합적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의 발주/구
매-생산, 관리-현장, 사람-기계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수집 및 연결성 개선을 통
한 운영 효율 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조 분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표 4-3-3] 식품가공 업종 내 육가공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 예시

(2020년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는 제조 분야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쓸만한 데이

순위

작업·장비 데이터

순위

생산 데이터

순위

작업환경 데이터

1

공정번호

1

투입 수량

1

미세먼지

2

장비번호

2

양념 투입 비율

2

가연성 가스

3

작업자

3

LOT No.

3

작업장 온도

4

가동시간

4

가열 온도

5

가동속도

5

불량 수량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현장의 4M1E(Man, Machine, Material, Method & Energy) 관

6

가동상태

6

양품 수량

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제조데이터 수집 표준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 제조기

7

생산모델명

7

하중불량

8

에러

8

높이 치수 불량

9

전력, 진동

9

외경 치수 불량

10

온도

터가 없는 실정이다. 처음부터 용도가 분명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제조기업들은 영업
비밀 이슈로 데이터의 외부 공개를 기피하며 기업 간‧ 업종 간 데이터 공유는 쉽지 않을 것이
라는 전망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은 수율, 불량률, 작업자 효율성(조립공정), 설비 가동률(장치산업), 에너지 소비 효율 등 제
조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관리가 필요하다.
독일은 2012년부터 시스템 통합 능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장 최하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20

위 레벨의 센터부터 최상위 레벨의 기업운영 시스템까지 통합 능력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는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20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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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데, 이른바 Industrie 4.0(I4.0)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의 시초가 되었고, 현재 세계 전 산업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개념, 용어, 진단모델에 대
해 I4.0의 참조 모델인 RAMI4.0(Reference Architecture Model I4.0)이 반영된 국가표
준 KSX-9001을 2016년 제정하였고, 이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
히 I4.0에서 권고하는 국제표준이 적용된 생산 현장 데이터 수집 도구는 자산관리쉘(Asset
Administration Shell, AAS)인데, 이는 제조현장의 수직통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4장.
유통·물류분야
데이터 활용

송성렬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 부장)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확산하고 국내 제조 환경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
제적 실증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물류영역으로 들어오고 온·오프라인 연계를 극대화하면서, 기업들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

[그림 4-3-8] 제조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제 표준 가이드

를 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 품종 소량 합포장 형태의 주문을 하며 더 빠른 배송을 요구함에 따라,
유통·물류업체들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이커머스 시
장에서는 이러한 고객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상품보관- 제품피킹-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전체
서비스를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AI, 자동화, 물류로봇, 빅데이터 기술을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인 풀필
먼트 센터 운영과 출고 이후 최적의 배송을 위한 라스트마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출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0)

1. 유통·물류 시장 변화
중소 제조 현장에서의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IoT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조기업의 고도화를 이끄는 스마트 제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커머스가 급속히 성장했다. 이에 따른 소비 형태의 변화, 빠른

트 제조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준을 일치시키고 표준화할 수

배송, 비대면 가속화와 같은 환경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하고자, 유통물류의 혁신이 가속화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제조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배포하는 실행 방안 또한 필

되고 있다. 이업종 간의 연합, 온·오프 중심 회사 간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유통업계의 기업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제조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하고 개방·공유의

들은 빠르게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정책이 필

이런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업계는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

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 팩토리(Data Factory)의 경쟁력을 확

달 완료까지 자동화되는 풀필먼트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일 것이며, 이러한 풀필먼트 시스템

보하고, 향후 AI Factory, Digital Twin Factory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일반화될 것이다. 또한, 풀필먼트 센터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 방안 중 하
나인 자원 운영의 효율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류로봇 도입도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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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네이버 CJ대한통운 연합

계획 중인 풀필먼트 센터는 AI 수요예측, 물류로봇, 자동화 분류 설비 등 디지털 기술이

IT 중심의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CJ대한통운과 자사주 맞교환을 함으로써 네이버의 쇼

대거 적용된 스마트 물류 체계를 실험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이고, 촘촘한 물류망을 통한 라

핑·결제 시장 지배력과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운영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판 아마존을 그리

스트마일 경쟁력을 추가로 갖추어 대형 고객사부터 중소상공인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며 물류 영역으로 진입했다. CJ대한통운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요 입점 상품을 처리하는

계획이다.

곤지암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 군포와 용인에 풀필먼트 센터를 연이어 오픈할 계획이다. 군
포·용인 센터는 상품 보관 온도에 따라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센터로 스마트스토어

나. 신세계, 이베이 코리아 인수

입점 상품 중 의류, 생활용품, 가정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 상품을 보관하며 배송시

신세계는 ‘미래 유통은 온라인 강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있어

간을 앞당기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서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사는 딜(Deal)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인
수는 신세계 그룹의 사업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이베이 코

[그림 4-4-1] CJ대한통운, 네이버쇼핑에 풀필먼트 서비스 개시

리아 인수로 이마트는 온라인 비중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전환을 더욱 더 가속화할 방침이며 온-오프 통합 국내 1등 유통 사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이커머스 물류
보관
센터

택배
SUB터미널

택배
HUB터미널

이미 첨단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한 신세계 그룹은 오프라인 거점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택배
SUB터미널

오후 3시
주문마감
(3시 이후 주문은 D+2일 배송)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향후 4년간 1조원 이상을

소비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D+1일 배송

빠르게 성장하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는 투자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단시간 내 고객과 판매자를 확보하게 되고 플랫폼 및

CJ 대한통운 e-풀필먼트

풀필먼트 운영에 있어서 IT 인력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내 자원확보를 통해 규모

풀필먼트센터
보관 제거 프로세스 택배
센터
SUB터미널

의 경제를 이루어 사업을 신속히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CJ 곤지암
메가HUB
야간 12시
주문마감

택배
SUB터미널

소비자

다. GS리테일ㆍGS홈쇼핑 합병

D+1일 배송

강자인 네이버, 쿠팡에 이어 롯데,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생존 경쟁에 대응

* 출처: CJ대한통운

하기 위해서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합병해 올해 7월 1일 통합GS리테일이 출범했다.
일반 택배는 포장과 집화 등 작업 시간을 고려해 오후 3시에 주문이 마감되지만, CJ대한

이날 임시 주총에서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은 “디지털 커머스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

통운 풀필먼트 센터는 출고된 상품이 바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곤지암 메가 허브로 발송해 처

프라인을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소비자들이 모든 쇼핑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토

리된다. 곤지암 메가 허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 터미널로 CJ대한통운의 전국 범위의

털 솔루션을 제공해 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 플랫폼 리딩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택배 배송을 담당한다.
이에 네이버는 쿠팡의 ‘로켓배송’ 같은 더 빠른 배송을 위해서 자사 커머스 상품 대상으로
‘지정일 배송’과 ‘오늘 도착’ 등이 포함된 배송 서비스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오늘 도착’ 서비
스는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등에서 오전 10시까지 주문한 상품이 당
일 오후까지, 오후 2시까지 주문한 상품이 당일 저녁에 배송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176

177

제4부. 제4장 유통ㆍ물류분야 데이터 활용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무료·빠른 배송, 24시간 즉시 환불·재발송 등과 같은 서비스

[그림 4-4-2] 통합GS리테일 사업 비전

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다.
② 온ㆍ오프라인 채널 통합
① 고객 시너지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을 보면, 고객 주문을 미출고 없이 원활
③ 상품 시너지

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요예측 기술과 센터 내 운영 생산성 확보를 위한 설비 및 로봇의 자동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출고된 고객 상품을 당일배송, 익일배송과 같이 원하는 시간

고객 융합 통한

상품 융합 통한

Loyal 고객 확대ㆍLock-in 향상

카테고리 경쟁력 강화

에 맞추어 배달하기 위해 촘촘한 네트워크망에서 라스트마일 관점의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
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의 주요한 기술 키워드 3가지인 수요예측, 센터 내 설비

오프라인
커머스 플랫폼

자동화, 라스트마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④ IT 인프라 결합 통한 커머스 Tech Leader(Data + Tech + Infra + Human Resource)

가. 물량과 이벤트 정보 분석을 통한 수요 예상 및 대처

⑤ 물류 인프라 결합 통한 Fulfillment(콜드체인 + Last mile)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물류센터 내 원가는
⑥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사업 개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상승함에 따라 업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 출처: 유안타증권, 「Sector Report」, 2020.11.11.

제조·유통업체의 경우는 재고가 없어서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이 출고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이벤트 행사에도 늘어날 출고량을 감안해서 풀필먼트 센터 내 상품을
통합GS리테일은 원가를 낮추고자 상품 통합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고객 통합으로 공

보관해야 한다. 미출고로 최종 고객이 원하는 일자에 상품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 만족도가

통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양사의 중복 회원 600만명을 제외한 통합회원은 2,600만명으

떨어져서 궁극에는 고객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류의 경우, 많은 주문량으로 인

로, 네이버, 쿠팡, 이마트에 맞설 수 있다. 통합GS리테일은 통합 온라인몰 ‘마켓포’를 론칭하

하여 작업 인력이 부족하면 미출고가 발생되고, 반면 주문량이 적은 경우 과다한 작업 인력

고 GS숍은 빠른 배송 경쟁력 강화로 ㈜매쉬코리아 지분도 확보하며 다회전 당일배송과 즉시

이 투입된다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인력의 원가 상승에 따라 미출고 없이 비용 효율

배송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를 높이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신축 물류센터를 포함해서 전국 60개 물류센터망과 3,300여 대 차량, 2,200여 명의 인

이와 같이 재고관리와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상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력으로 초대형 물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배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제조·유통기업은 이벤트 상품, 할인율, 기간 등을 고려

송 물량을 소화할 퀵커머스 플랫폼과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준비하고 있다. 통합GS

하여 당일 또는 익일 판매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재고를 비축하여 미출고 없이 최종 고객 주

리테일은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했다.

문에 대응해야 하고, 물류업체는 상품 이벤트에 따른 주문량을 예측하여 사전 출고 작업 등
으로 작업 인력의 생산성을 높여서 원가를 줄여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이벤트를 고
려한 제조·유통기업의 주문량 예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문량 예측이 중요한 것이다.

2. 시장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필요 기술

제조·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의 경우는 예측된 당일·익일 물동량으로 재고 관리와
인력 효율화를 할 수 있지만, 물류를 위탁한 경우에 물류업체는 고객사의 이벤트에 따른 당

회사 간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유통·물류 시장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최종 소비자의 마음
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즉시 판단하며 일사불란하게 운영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아마존 풀필먼트는 인공지능,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178

일·익일 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제조·유통기업과 협업하여 예측된 주문량으로 계획적
으로 재고를 운영하고 작업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
유통과 물류를 같이하는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179

제4부. 제4장 유통ㆍ물류분야 데이터 활용

방대한 고객 정보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고객이 주문하기

나. 최적의 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자동화

전에 배송을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미국 이베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최근 이커머스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창고의 역할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에서 구

판매량을 예측하고 잠재수요를 파악하는 기술력을 획득하고자 이스라엘 스타트업 세일즈프

매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분류 및 재포장, 출고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시장

레딕트(SalesPredict)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해외 유통사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

이 활발하던 과거의 단일 품목, 대용량 단위의 출고에서 현재는 창고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요 예측에 집중하고 있다.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급으로 인해 복수 품목, 소용량 단위 위주의 복잡한 과정을 통한

국내의 경우를 보면,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물류 수요 예측 AI인 ‘클로바 포캐스트’를 CJ대

출고 형태로 변했다. 이와 같은 다품종 소량 합포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커머스 전용 창고에

한통운의 군포와 용인센터에 적용할 예정이며, 네이버 쇼핑 주문량을 하루 전에 예측하여 물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잡한 분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설비 및 로봇에 대한 요구가

류센터의 인력 배치와 운영 효율화에 활용하고 있다.

늘고 있다. 독일의 시장조사 전문기업 Statista에 따르면, 창고 자동화 시장은 2021년 156

또한, CJ대한통운은 인력의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위해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두 배가 증가한 302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1.

D2C(Direct to Consumer) 고객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쇼핑몰의 당일 이벤트 정보를

단일 품목의 대용량 단위로 창고에 입고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소품목으로 분류 및 재

수집하고 과거 주문 정보와 결합하여 수요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테

포장하기 위해서, 현재 QPS(Quick Picking System), DPS(Digital Picking System)의 성

스트하며 고도화하고 있다. 주문량 예측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온과 저온으로 구분한 주

능을 강화한 CJ대한통운 피킹 시스템(Picking System), QAS (Quick Assorting System,

문량, 물류센터 내 운영을 위해 단일 품목 또는 이종 품목의 합포에 대한 주문량을 예측하여

DAS(Digital Assorting System)의 성능을 강화한 CJ대한통운 분배 시스템(Assorting

좀 더 정교한 인력 수급에 활용하고 있다.

System) 등과 같은 분류 자동화 설비들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박스를 자동으로
접어주는 제함기, 포장을 자동화하는 자동 포장기, 포장 검수를 자동화할 수 있는 중량 검수
기 등에 대한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자동화 설비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사

[그림 4-4-3] AI 알고리즘 XGBoost와 GRU를 활용한 수요 예측

용하기 위해서는 설비 로그 데이터 분석 및 주문량 예측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프로세스
[XGBoost 수요 예측]

최적화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자동화 설비의 예지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및 오류

25,183

25,043

24,879

실제값

27,556

27,486

27,226

율 개선에는 설비 로그뿐만 아니라 창고 환경 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예측값(XGboost)

로봇을 활용한 창고 시스템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15,531
14,787
13,717

15,725
14,239

14,787

14,242
14,131

14,104

14,393

14,502
14,020

13,500

14,310

14,148

14,123

15,105

데, 기업에서는 창고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15,102

13,290
14,231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듯 유통사가 고객의 주문을 실시간으로 처

14,330

13,539

10,179

리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 대한 비용 또한 절감할

9,866

27,486

27,226

[GRU 수요 예측]

수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고는 주로 보관하는 물품 종류에 따라

27,556

25,537

24,880

레이아웃의 복잡도가 결정되는데, 단순한 구조 레이아웃에는 바코드 기반의 무인운반로봇

24,347

실제값

(Automated Guided Vehicle, AGV)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창고

예측값(GRU)

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율 주행 기반 무인 지게차와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14,239

14,502

15,531
14,787
13,717

14,020
14,393
14,498
13,843 14,238 13,860
13,720
14,026
13,490

14,242

14,526

15,105 15,102

Mobile Robot, AMR) 또한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13,290
13,378

13,973 14,199

또한 물류창고는 특성상 중량이 무거운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품을 운반하기 위한 지

9,866
9,600

* 출처: CJ대한통운
1 Statista, 「Size of the warehouse automation market worldwide from 2012 to 2026」,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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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차와 입·출고를 위한 대형 화물차량들이 상시 이동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배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당일 주문에 대한 새벽배송과 같이 실시간에 가까운 라스트

높다. 이 때문에 이미 일부 창고에서는 로봇들만 이동할 수 있는 무인 구역 운영을 목표로 하

마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고 있다.

과거 라스트마일 배송서비스와 다르게 최근에는 유통전문회사와 물류전문회사가 서로

대표적인 물류로봇으로는 아마존의 오더 피킹용 로봇 Kiva가 있으며 주문에 맞는 상품을

합작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네이버, 마켓컬

창고 안에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아마존에 따르면 현재 20여만 대의 로봇이 미국

리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전문기업인 CJ대한통운의 합작 서비스가 있다. 차

내 다수의 창고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세대 이커머스 배송서비스는 집화 처리 및 재분류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

물류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이 여러 대의 무인 로봇을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차별화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센터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
송 경로를 변화시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최적화 기술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배송지역
에 대한 객관화된 배송난이도에 기반하여 각 배송 기사가 배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

[그림 4-4-4] 대표적인 물류 로봇

를 해야 한다. 기존 택배 배송은 고정된 지역 내 고정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구조였지만, 모
[아마존 AGV 키바(Kiva)]

[Boston AMR]

든 상황이 가변적인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난이도에 따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특정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배송난이도 정의를 위해서는 건물정보, GIS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각 건물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권역별 건물 밀집도, 거주 세대 수,
건물용도, 도로 넓이와 같은 건물 주변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
하여 산출한 각 건물 혹은 지역별 배송난이도를 배송 시 필요한 총 배송시간 예측에 활용함
으로써 특정 배송기사에게 과도한 배송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배송기사
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배송 스케쥴을 정의할 수 있다.

* 출처: 아마존, Boston Dynamics

물류 로봇은 제조 로봇과는 다르게 특정 공간을 이동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
에, 각 로봇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업을 지시받으며 창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용량 데이터
기반 최적화가 요구되며, 많은 물류기업 도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로봇의 기능뿐만 아니
라 로봇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라스트마일을 위한 경로 최적화
유통·물류에서 최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우선의 척도가 배송서비스라고 볼 수 있
다. 업계는 배송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국내 택배 산업의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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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택배 배송은 배송 지역 전담을 통해서 일정한 배송 경로를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

[그림 4-4-5] 건물별 배송난이도 예시

문에 배송 경로는 배송 기사의 장시간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난이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매일 새로운 패턴의 배송 목적지가 지정되고 배송 지역도 변하기 때문에 경험에 기반하여 배
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
배송난이도
높음

기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각 배송지 및 배송 환경에 대한 배송난이도 등의 정보로 최
적의 배송 경로를 배송기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군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3. 시사점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고객 니즈도 고도화됨에 따라, 유통업계의 물류 운영이 질적 성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 출처: CJ대한통운

을 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빠른 배송과 신속 출고를 위해서 재고 보관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관 효율의 극대화도 필
요하고 다품종 소량 합포장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져 오분류로 인한 오
출고가 증가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 작업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 안전과
자동 검수를 위해서 물류로봇 및 자동화 설비가 급속히 도입될 것이다.

[그림 4-4-6]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경로 자원 산정

코로나 시대 이후, 풀필먼트 도입, 데이터에 근거한 센터 운영, 설비와 로봇에 의한 센터
정체

혼잡

원활

운영은 기본이 될 것이며, 풀필먼트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센터에서 출발하여 최종 고객까지
도착하는 라스트마일 배송은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받아보는 구매 경험의 가치로 대두되기
[초기 권역 생성]

때문에 배송 네트워크 설계 또한 매우 중요한 물류 역량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풀필먼트 센터의 거점이 도심 인근에 있어야 하므로 원가 상승에 따른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해서 운영 최적화가 상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도심]
[차량별 배송 권역]

유통·물류기업들은 현재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 고객의 마
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상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기다림 없이 빨리
배송받아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 물량 예측, 재고 준비, 빠른
출고, 빠른 배송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만들어야만 하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라우트, 자원산정]

* 출처: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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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그림 4-5-1] 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지출 규모 전망치

제5장.
광고분야 데이터 활용

최홍규
(한국교육방송공사 연구위원)

$645.80

[단위: 10억 달러]

$585.96
$524.31
$455.30
$378.16

63.6%

$335.60
58.2%

2021년 기준 광고 비즈니스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의 키워드로 수렴한다. 코로나

65.9%

67.8%

11.8%

10.2%

2023

2024

60.9%

51.0%

19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의 일상이 확대되고 미디어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광

20.4%

18.6%

12.7%

15.2%

고 소비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정착, 블로그를 통한 개인 기록물 증가,
버추얼인플루언서를 통한 소통 증대,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확대 등의 현상은 광고 데이터

2019

비즈니스에 더욱 활력을 주고 있다.

2020
디지털 광고 지출

2021

2022

변화율

미디어 광고 지출 비중

* 출처: eMarketer, 「Worldwide Digital Ad Spending 2021」, 2021.4.29.

전 세계 디지털 광고의 유형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이커머스 광고는 2020년 1분기 이

1. 데이터 기반 광고시장의 성장 추이

후에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추월하나, 2022년에 접어들어 다시 온라인 동영상 광고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세가 점차 감소하

전 세계 데이터 기반 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국내의 경
우 온라인 광고시장 매출액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모바일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

는 시기에는 검색 광고가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2021년 말 이
후에는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검색광고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점차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시기로 접어든 2021년 2분기 이후 전 세계 광고의 투자

가. 전 세계 광고시장 규모

액은 전반적인 하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를 통한 미

인터넷 등장 이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는, 온라인에서의 이

디어 콘텐츠 소비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따른 여파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과 대용량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아날로그 방

광고 데이터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되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온라인 공간

식의 광고와 차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포맷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 매년 디지털 광고에

에서 더 많은 광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것이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가치를 지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과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차 안정세로

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의 지출 규모로 살펴볼 때,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2010년대

접어든 2021년을 비교해보면, 2021년에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광고 데이터 확산 여건이 마

이후에는 미디어 광고가 기존 디지털 광고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치상으로도

련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소셜 미디어, 온라인 비디오, 온라인 디스플레

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지출 규모는 2019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2024년에 이

이 영역 등에 지출되는 광고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TV, 라디오, 잡지, 신문 등 전통

르러서는 6,4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전체 디지털 광고 지출 규모에서 미

적인 미디어 영역의 광고 투자액은 전년 대비 소폭의 증가세만을 기록하거나 여전히 마이너

디어 광고의 비중은 매년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4년에는 67.8%에 달

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186

187

제4부. 제5장 광고분야 데이터 활용

[그림 4-5-2] 전 세계 유형별 디지털 광고의 분기별 투자 추이
Search

[그림 4-5-4] 국내 광고시장 매출액 비중(2020년(E))

Onlin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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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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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 2020.12.

* 출처: WARC, 「Global Ad Trends: Ad Investment 2021/22」, 2021.7.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정형 PC에서의 광고시장 규모
는 점차 감소하거나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반면, 모바일 광고시장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모바일 영역에서 전년에 비해 디스플레이광고는 19%, 검색광고는 18.6%의 성장

[그림 4-5-3] 전 세계 광고 영역별 투자 전망: 2020 vs. 2021
2020

이 전망되며, 2021년에는 디스플레이광고 11.3%, 검색광고 11.6%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

2021
9.3%

Social media

7.9%

Online video
3.3%

Online display
-1.9%

Search

6.7%

-16.1%

-0.7%

-25.5%

Newspapers

매체
유형

-0.4%

-27.3%

OOH

[단위: 백만 원, %]

4.6%

-25.4%

Magazines

[표 4-5-1]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변화 추이 전망

1.1%

-18.4%

Radio

있어 2021년 이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10.4%

6.7%

-14.3%

TV

12.8%

7.8%

-10.2%

All media
Online classified

로 관측된다. 모바일 광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낮아지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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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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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3,0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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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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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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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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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9.4%)

디스플레이
415,214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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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1,0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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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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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353,106 2,800,817 3,11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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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검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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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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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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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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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ARC, 「Global Ad Trends: State of The Industy 2020/21」, 2020.

PC

나. 국내 광고시장 규모
2020년 국내 광고시장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가 50%를 차지하며 이는 방
송(24.5%), 인쇄(15.5%), 옥외광고(6.8%) 등을 압도하는 수치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공간
에서 광고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이를 활용할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고 데

모바일

이터를 전산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인쇄와 옥외광고 비중은 여타 영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909,903

494,68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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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이후 광고 데이터 비즈니스 이슈

나. 라이프 블로그를 통한 개인 기록물 증가
닐슨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기록용 SNS인 네이버 블로그는 2019년 4분기에서 2021년

2020년 광고 데이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동영상

2분기까지 평균적으로 250만 명에서 280만 명 수준의 이용자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서비스 시장의 정착, 라이프 블로그를 통한 개인 기록물 증가, 버추얼인플루언서를 통한 소

난다. 대면 활동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이 온라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통 증대,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확대 등을 핵심적인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이들 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개인의 라이프가 하나의 정보로 블로그 소재로 활용되

슈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수반하거나, 광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

며 이를 통해 블로그가 온라인에서 주요 광고 집행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기록물

어넣을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에 포함된 정보들은 광고 상품의 특성과 매개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이터로 기능하
기도 한다.

가.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정착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비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그림 4-5-6] 네이버 게시글 수 추이(2003~2020년)

다음, 티빙 순이다. 유튜브에서의 광고비는 전월 대비 2.7%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시
Since 2003

장에서 가장 많은 광고비가 집행되었다. 소통형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시작한 페이스북과 인
스타그램의 광고비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동영상 광고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비대면 상황

21 4 3 169,514
억

천

백

개

한 해를 거듭할수록
블로그는 다양한 기록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1초마다 7개의 글 이 블로그에 발행되고 있어요.

으로 인해 소통형 미디어를 매개로 한 광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
한 소통형의 동영상은 이용자의 참여를 토대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므로 광고에 활용될
수 있는 이용자 데이터 생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2020 올해 남겨진 공감과 댓글

95,788,478

공감과 댓글이 1억 5천만 개,
한 해 동안 이토록 많은 관심과 호응이 함께 했습니다.

63,381,123

2021년에도 여러분들의 기록을 기다립니다!

2003

[단위: 천 원]

매체

11월

12월

증감률

1

유튜브

65,496,472

63,755,931

-2.7%

2

페이스북

23,156,595

26,344,395

13.8%

3

인스타그램

10,049,850

8,954,334

-10.9%

4

네이버

2,943,936

2,853,576

-3.1%

5

다음

1,904,958

2,040,390

7.1%

6

티빙

1,720,606

2,031,542

18.1%

7

IMBC

892,328

832,496

-6.7%

8

줌

856,776

824,022

-3.8%

9

풀빵닷컴

615,735

687,609

11.7%

10

곰TV

679,709

639,307

-5.9%

2017

2018

2019

2020

* 출처: 네이버, 「2020 네이버 블로그 리포트」, 2020.

[그림 4-5-5] 2020년 12월 기준 온라인 동영상 광고비(좌측) 및 추이(우측)

순위

298,134,317

여러분의 글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블로그

지금까지 작성된 블로그 글 수

[단위: 백만 원]
11월

12월

80,000

다. 버추얼인플루언서를 통한 소통 증대

60,000

2020년부터 광고시장에서 부각한 현상 중 하나는 디지털 휴먼이다. 광고시장에서 가상의

40,000

인물이 광고모델로 등장하는가 하면, 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버푸얼인플루언서로 활약하며

20,000

광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버추얼인플루언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
인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신한라이프 광고에 등장한 ‘로지(Rozy)’, 미국에서 샤넬과 캘빈
유
튜
브

페
이
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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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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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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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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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빙

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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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풀
빵
닷
컴

곰
T
V

클라인 등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릴 미켈라(Lil Miquela)’, 일본에서 이케아 광고
모델로 유명세를 얻은 ‘이마(Imma)’가 있다. 이들 모두는 가상의 인물이며 광고모델로 시작

* 출처: 리서치애드, 「2020년 12월 온라인 동영상광고 현황 보고서」, 2021.1.

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팔로어 수를 자랑하는 만큼
이들 광고모델에 대한 팬덤 데이터가 향후 광고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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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라.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확대
광고 데이터 비즈니스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 바로 메타버스 시장이다. 유
니버스(UNIVERSE), 제페토(ZEPETO), 점프(Jump), 로블록스(Roblox), 마인크래프트
(Minecraft), 포트나이트(Fortnite)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부각하며 광고시장에서 새로운 기

제6장.
모빌리티분야 데이터 활용

차두원(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금효영(슈퍼브 에이아이 이사)

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의 옥외광고, 콘서트 광고, PPL, 3D 네이티
브 광고 등 현실 세계의 광고 유형을 모두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는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을 통한 광고가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메타버스에서는

첨단 산업과 서비스의 집합체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요소는 바로 데이터

자기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로 이용자 남녀노소가 활동할 수 있어,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카 증가에 따른 모네타이제이션,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 발전에 따른 카커머스와 카페이먼트 시스템 등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데이터는 기존 자동차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Mobility
Transformation)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그림 4-5-7] 메타버스 수익모델의 진화 단계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주요 데이터 활용 사례와 향후 전망을 기술한다.

트래픽 유입에 따른 서비스 확대
실물세계 연계

마케팅
솔루션 제공

이커머스
콘서트

Traffic 증가

광고

광고

유료아이템
판매

유료아이템
판매

유료아이템
판매

1. 모빌리티 산업

가. 모빌리티의 정의
최근 모빌리티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신산업이자 기술 융합과 투자
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

* 출처: KB증권, 「메타버스, 디지털 평행세계」, 2021.3.8.

트웨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품질과 정교한 서비스,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높은 만
족도를 얻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동통신, 블록체인 등

3. 향후 전망 및 기대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통합된 새로운 움직이는 플랫폼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만큼 국가, 기업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제, 일자리 문제 등 사회에 미

2020년 이후 광고 데이터 비즈니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는

치는 영향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광고시장이 더욱 조명을 받는 추세로 가고 있다. 따라서 광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 정

하지만 아직 명확하고 이해 주체 간에 합의된 산업분류나 정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하여 더욱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가가 광고시장의 주요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포함된 모빌리티

과제로 부각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 광고시장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광고시장으

의 정의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에 관련된 수단, 인프라,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과정에 필수적

로 수렴되고 있고, 이용자 개인의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소통형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 서비스 등 거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더욱 다

해석할 수 있다.

양한 전략들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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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란 지역 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항목의 이동성을 말한다.1

제공하며 전기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들 역시 모빌리티 기업으로 스스로를 정의하
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물류와

가. 한 장소에서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 이동성

배송 산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딜리버리 로봇, 무인 배송, 이륜차 등을 이용한 라스트마일

나.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연계 이동성

배송 등의 업체들도 모빌리티 산업군으로 포함하는 등 ‘MaaS=TaaS(Transportation as a

다. 지역 내 서로 다른 장소 사이의 상호 이동성

Service)+LaaS(Logistics as a Service)’ 형태로 모빌리티 산업 범위는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모빌리티 업계 및 정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와 모빌리티 기업을 표방하는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취합하면 서비
스 관점에서 모빌리티는 ‘디바이스 다양성, 손쉬운 접근성,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한 이동수단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

안전한 이동을 위한 모든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상에서 하늘까지, 실내에서 실외까

하는 ‘연결성(connectivity)’을 강조하며 공급자 중심 개념 측면이 강한 것도 공공주도 성격

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통한 온디맨드 혹은 구독모델 등

이 강한 국내 모빌리티 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끊임없는 연결과 통합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2020년 6월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에서도, 이동수단의 사고 없는 이동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서도 UAM을 기존 버스, 택시, 철도, 퍼스널 모빌리티가 혼합된, 연결성이 강조된 ‘Seamless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이후 전통적 사고에 대한 안전과 함께 코로나 19 감염 및 확산 방지

MaaS’에 포함된 하나의 연계 이동수단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등 바이러스 안전도 중요한 모빌리티 서비스 기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MaaS 개념과 기업들이 등장한 해외에서는 주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빌리티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는 바

로 수요자 중심의 온디맨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MaaS를 ‘온디맨드로 접근할 수 있는

로 데이터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영상데이터, 각

단일 모빌리티 서비스들의 통합’으로 정의하며2, 이동수단보다는 서비스 관점, 출발지에서

종 호출서비스와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출발지와 목적지까지의 경로데이터, 커넥티드카의

목적지까지 다양한 이동수단 정보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한 번에 요금을 지불하는 ‘통합

차량과 사용자데이터 등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과 신규 일자리, 무엇보다 도시의 이

(integration)’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동 패턴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그 가치와 활용에 대한 잠재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 모빌리티 서비스와 데이터
모빌리티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매우 다양하다. 모빌리티 업체를 표방

2. 모빌리티 분야의 데이터 활용 사례

하는 기업들을 이동수단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륜차, 택
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완성차,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가.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모빌리티도 포함된다.

2020년 5월 미국의 대표적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스타스키 로보틱스가 폐업을 선언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위의 이동수단의 호출, 공유, 구독, 렌털, 온디맨드 등의 유형과 이

했다. 트럭 외부에 장착된 6개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비디오 게임과 같이

들을 연결해 주는 MaaS 서비스 제공 기업들도 있다. 전기차 원년으로 인정받는 2021년은

차량을 원격조종하는 기술은 자율주행기술과 함께 스타스키 로보틱스가 자랑하는 기술로,

전기차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전 및 서비스 인프라 확장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하고, 물류센터나 배송거점으로 이동하는 복잡한 시내
에서는 원격조종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이동을 위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던 기업

1

이다. 이러한 성과로 2019년 미국 CNBC에서 전 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2019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0.9.18.

2 Transit Protocol MEDIUM, 「What is Mobility as a Service?」, 20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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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tart 100, 프라이트웨이브가 선정하는 FreightTech 25 가운데 12위로 선정되기도 했
다. 이렇듯 자율주행 트럭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스타스키 로보틱스
의 폐업이 자율주행업계에 던지는 충격이 작지 않았다.

학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주행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
절차를 살펴보면 수집된 사진데이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화 과정, 날씨, 상황,
객체 유형에 따른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라벨링과 주석 작업을 통해 구분 가

당시 공동창업자 스테판 셀츠 아크마허(Stefan Seltz-Axmacher)는 인공지능 관련 블로

능한 명확한 데이터로 분류하며 속성을 입력하는 어노테이션(annotation) 작업을 거쳐 인

그 포스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지만,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이 인간 운전

공지능의 기반 정보로 사용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조작을 위한 인지 → 판단 → 제어 과정에

자 수준을 능가했다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만 증명하

서 특히 정확한 인지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풍부한 고품질의 학습데이터와 어노테이

면 되고, 수준이 유사하다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

션은 매우 중요한 기본 작업이다.

지만 실제로는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그림 4-6-1]의 L3) 완
벽한 자율주행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림 4-6-1]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수준

[그림 4-6-2] 자율주행 데이터 소스 및 인공지능 적용 절차

(파란색 라인)은 최근 급격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하
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한 주행을 담당하려면 최소 인간 운전 수준과 동일하거나(L2: 인
공지능과 동일한 인간 운전 수준) 인간의 운전 수준을 능가해야 하지만(L1: 인공지능보다 낮
은 인간의 운전 수준), 현재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인간 운전 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L3: 인공지능 기술보다 높은 인간 운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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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vs. 인간 운전자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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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 Windows
Ultrasonic Sensors

Lights
Driver

AI capability
L3
* 출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이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DATA INSIGHT 12호」, 2021.8.

L2
L1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거의 모든 업체들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확보 및 어노테이션
은 필수 과정이다. 일반적인 자율주행기술 개발 기업들이 라이다(LiDar)와 HD맵을 사용하
는 반면, 2021년 6월부터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모델3와 모델Y에서 레이더(Radar)를 제
time

거한 테슬라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8개만 사용해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기 시

* 출처: 스타스키 로보틱스 블로그3

작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은 100만 대 이상이며, 테슬라는 실시
간으로 차량과 주행 관련 모든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집하고 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 가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이 없으면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

데 가장 많은 데이터, 특히 오토파일럿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테슬라를 데이터 플랫

재료로서 빅데이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하는 환경에 존재하는 모

폼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테슬라에도 더욱

든 객체의 이미지를 다양한 상황별로 확보해 이미지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정교한 인공지능의 판단을 위해 약 1,000명의 어노테이션 담당자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3 https://medium.com/starsky-robotics-blog/the-end-of-starsky-robotics-acb8a6a8a5f5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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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율주행차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4.

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데이터는 ECU(전자 제어 장치), CAN(컨트롤 액세스 네트워크) 및 인포

나. 커넥티드카와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Data Monetization)

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생성되며, 위치, 엔진 상태, 도어 잠금 상태, 속도, 타이어 공기압, 안전

1) 커넥티드카의 차량 데이터

벨트 착용 여부, 외부온도 등 차량과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완성차 업체

2014년부터 자동차에 내장형 셀룰러 모뎀(Embedded Cellular Modem)이 본

들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재가공해 보험사, 금융사, 운송회사, 응급 서비스 업체 등에

격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와 인터넷의 연결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ABI

판매하는 오토노모(Autonomo), 위조(Wejo)와 같은 전문업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Research(2020.7.28.)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차량 판매가 19% 감소한 상황에서 2020

해당 업체들은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 긴급 서비스, 전기차 관리, 구독 기반 서비스, 주차,

년 글로벌 차량 판매의 약 41%인 약 3000만 대에 셀룰러 모뎀이 내장되었다. 지역별로 살

예측 유지보수, 보험, 미디어, 차량 내 서비스, 교통 관리 및 스마트 시티 솔루션 등을 완성차

펴보면 각 지역의 신차 판매량 가운데 미국은 91%, 아시아 태평양은 51%, 라틴 아메리카

업체나 관련 서비스 업체에 제공한다. 차량 빅데이터 분석 업체 오토노모는 벤츠의 차량 데

는 37%가 커넥티드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20년 15% 축소된 커넥티드카 시장

이터를 바탕으로 GPS를 활용한 차량 위치 추적, 원격 진단, 운전자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은 2021년부터는 회복세로 접어들어 2023년 75억 달러, 2025년에는 1억 1,500만대의

타임 최적화, 자동주차 페이먼트, 주유와 충전 관리, 전기차 경로 계획 수립, 차량 사용 모니

5

커넥티드카가 판매되고 시장 규모는 8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 보다 긍정적

터링, 효과적 차량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 구조 업체에는 실시간 도

으로는, 마케츠앤마케츠(MarketsandMarkets)에서 2020년 539억 달러에서 2020년부터

로 상황 정보를, 렌터카 기업들에는 원격으로 연료 상황이나 차량 잠금 실행 서비스를, 전기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25.2%를 기록하며 1,6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

차에는 경로상에 효과적인 충전소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8.

로 분석하기도 했다6.
10인치에서 30인치에 이르는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완성차들이 많아

2) 차량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 보험 분야

지고, 프리미엄 모델이 아닌 일반 차량 모델에도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을 기

컨설팅업체 캡제미니(Capgemini)에 따르면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적 수익과 시장진

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다. ABI Research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와이파이 핫스

입속도(Go-to-Market Speed)가 가장 높은 모네타이제이션 분야는 보험이며, 그 중에서도

팟, 음성비서 등을 내장한 차량은 2025년 약 5,70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

최초 보상신고 개념인 FNOL(First Notice of Loss)이 잠재적 수익과 시장진입속도가 가장 빠

7

년까지 북미와 유럽은 거의 모든 차량이 음성제어 기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른 분야다. FNOL은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사고, 도난,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이러한 커넥티드 차량의 확산은 차량 데이터와 운전자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보험사에 최초로 통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있는 차량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Data Monetization)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현대차

개인정보, 사고 날짜와 시간, 위치, 사고 발생 경위, 차량 번호 및 관련 정보, 과실 당사자 보

는 현대디벨로퍼스(Hyundai Developers), BMW는 카데이터(Car Data), GM은 디벨로퍼

험정보와 사건 세부 정보 등을 전달한다.

스, 폭스바겐은 커넥트 고(Connect Go)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차량 데이터를 확보하여 다양

최근 보험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PAUD(Pay-As-You-Drive) 및 PHUD(Pay-HowYou-Drive)와 같은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에도 차량 데이터는 유용하게 활용

4

Introduction of Giant Self-driving Companies Tesla and BASIC-How Data Labeling Services Empower SelfDriving Industry 2021?, ByteBridge, 2021.5.28.

5

The Connected Car Market Will Endure a 15% Shipment Decline, Flat Revenues in 2020; Sales Return on Trend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테슬라는 2019년 9월부터 보험 사업도 시
작했다. 테슬라가 출시한 차량에 탑재된 8대의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해 다양한 데이

Early 2022, ABI Research, 2020.7.28.
6

되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관련 프로세스를 인공지능과 인터넷을 통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Connected Car Market by Service(OTA Update Navigation, Cybersecurity, Multimedia Streaming, Social Media,
e-Call, Autopilot, Home Integration & Other), Form, End Market(OE, Aftermarket), Network, Transponder,

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테슬라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매우 방대

Hardware and Region - 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sandMarkets, 2020.7.
7

The Connected Car Market Will Endure a 15% Shipment Decline, Flat Revenues in 2020; Sales Return on Trend
8 autonomo website(https://autonomo.ai, 접속일: 2021.11.7.)

Early 2022, ABI Research,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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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데이터 출처별로 구분하면 ①고객과 사용 디바이스(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지

다. 카커머스와 카페이먼트 시스템(In-Car Payment System)

불 내역 정보), ②차량(차대번호, 속도, 주행거리계, 배터리 및 충전 이력, 각종 전자시스템 사

최근 자동차와 페이먼트 업계는 과거 완성차 기업들이 강조했던 파워, 스타일링, 안전 중

용 이력, 소프트웨어 버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 데이터,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안전 데

심의 시스템 개발 철학과 마케팅 키워드를 넘어 이커머스(e-Commerce)와 결합된 카커머

이터, 카메라 이미지, 에어백 정보, 가감속, 보안, 사고 발생 시 비디오 클립, 차량 호출기능

스(Car-Commerce)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Summon), 차량 퍼포먼스 데이터, 리모트 서비스 이력, 차량 외부 비디오 클립), ③개인정

미국의 예를 들면 2018년 기준 일주일 중 평일 5일 동안 매일 평균 51분을 운전하는 미

보(연락처, 인터넷 검색 이력, 내비게이션 사용 이력, 라디오 채널 사용 이력, 현재 위치, 사용

국의 1억 3,500만 운전자 가운데 73%는 스마트폰 혹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

충전소 위치), ④신용정보(은행 라우팅 정보,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사용 이력 및 한도, 운

해 인터넷과 연결하며 2,300억 달러를 지출했다11.

전면허증, 생년월일, 기타 카드 관련 정보) 등으로 거의 모든 차량과 운전자 정보를 활용한다.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는 전 세계에서 2018년 3억 3,000만 대에서 2023년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설계로 경쟁사보다 20~30%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으로

까지 7억 7,500만 대의 소비자용 차량이 텔레매틱스 또는 차량 내 앱을 통해 연결될 것으로

일론 머스크는 향후 보험 비즈니스가 테슬라 비즈니스의 30~40%의 가치를 차지할 것이라

분석했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가 이동 중 서비스와 상품을 검

고 주장했다9. 이렇듯 차량 데이터 활용 범위와 가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범위는 점차 확장

색하고 지불하는 빈도가 높아져 시장 규모도 2023년 2,6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되고 있는 유망한 분야로 성장이 기대된다.

이커머스의 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무한하다12.
이미 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커넥티드카를 위한 OTA(Over-the-Air)로 가능한 차량
내 상거래 플랫폼 Uconnect Market, BMW는 ConnectedDrive, 혼다는 DreamDrive, 벤

[그림 4-6-3] 차량 데이터의 잠재적 수익과 시장진입 속도에 따른 서비스 유형 분류10

츠는 주차결제 서비스인 on-street, 실시간 교통정보 구독 서비스인 in-car store, 재규어 랜
드로버는 스마트 월렛(Smart Walle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25년을 목표

High

Advanced car CV

로 1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 승객이 이동 중 서비스를 사용할

Smart home
integration
First notification
of loss

Middle

Extended
warranty

Driver's condition
monitoring

Usage-based
lessing

Smart Parking spot
Key
services
Pay-as-you-drive

Remote
services
Concierge services

Usage-based
tolling
Traffic-based In-vehicle
retail footprint delivery

Bonus & Loyalty
schemes

Driver's
logbook

On-board delivery of
mobility-related content

Slow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13.

Tires as a service

Pop-up Location-based
Risk vehicle ads promotions
assessment

Low

Revenue potential

Pay-how-you-drive

Medium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주유소와 충전소, 음식점, 주차장 등의 검
색, 예약, 주문, 결제, 커피와 편의점 등 드라이브 스루, 다양한 사전 물품 주문과 픽업, 수리

Fuel
status

와 같은 자동차 관련 서비스 예약, 호텔 예약, 콘서트 등 티켓 예약, 음악 및 영상 스트리밍 결
제 등이 있다. 향후 관련 서비스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는 새로운 미래

Charging
services

금융서비스 성장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Commercial
driver certificate

특히 카페이먼트 생태계는 새로운 서비스보다는 음성인식 등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사

Fast

용자 경험이 핵심으로, 현재 제스처·홍체 인식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Go-to-market speed
Calculation based on Capgemini's Car Data Evaluation Approach

결국 완성차 업체 등 카커머스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
* 출처: 「Monetizing Vehicle Data– How to Fulfill the Promise」, Capgemini, 2020.9.

11 「Digital Driver Report 2019」, P97, 2020.1.
12 Junper Research, 「In-Vehicle Commerce Opportunities Drive Total Connected Cars to Exceed 775 Million by
9

Johnna Crider, Tesla Insurance Could Be 30–40% Of The Value Of Tesla’s Car Business, 2020.10.24.

2023」, 2018.10.30.

10 X축 시장진입속도(Go-to-Market Speed)는 해당 서비스들이 실제 서비스화되어 제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Y축 잠재적 수익(Revenue Potential)은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때의 수익 규모 예측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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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ohn Maslen, Volkswagen targets €1bn revenue from connected car services, Asset Finance International,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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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자 혹은 탑승자가 구매하는 서비스나 물품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에 따른 구매

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는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4차산업혁

를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나 물품을 사전에 예측해 적절한 시기에 선호도를 반영해

명위원회는 반영 사항을 모니터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고, 국가·기

정보를 제공해 개인화(Personalization)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하겠다는

업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및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증가할 것

전략이다.

으로 예상된다.

카커머스 핵심인 카페이먼트는 서비스 제공기업, 결제 솔루션 서드파티 기업, 완성차 기

단, 민간기업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자동

업, 결제 기업과 함께 가상비서, 구매 대상 물품과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성공

차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기업들의 영상 데이터와 민간 모빌리티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을 통

적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API 및 개발 플랫폼

해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공개 및 공유 이슈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공공도로를 활용하는 모

을 제공하여 타사 제공기업에서 결제 가능한 차량 내 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빌리티 서비스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는 관점으로 기존에 개방된 공공데이터와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관점이다.

[그림 4-6-4] 카페이먼트 에코시스템
[표 4-6-1] 국내 교통관련 공공데이터 플랫폼

Platform Providers
(Xevo, Connected Travel)
• Software for head unit and mobile
devices
• Embed retailer app
• Data processing
• Filter data on real time
• Trigger suggestions

OEM
(General Motors, Honda)
• Infotainment Hardware
• Car Related Data(fuel)
• Driver Data(location, time, frequency)

Payment Companies
(Chase, PayPal, Visa)
• Digital Wallets
• Banks
• Gateway partners execute transactions.

Virtual Assistants
(Amazon, Google)
• Voice recognition
• Cloud storage
• Data Analysis
• Instant gratification

Marketplace
in Cars

구분

Retailers
(Dunkin's Donuts, Shell, Parkopedia)
• Fuel
• Food
• Parking
• Toll
• Accommodation
• E-commerce companies that offers
products into cars.

시스템명

관리기관

디지털운행분석기록
시스템(eTAS)

차량운행

Service Providers
• Service Providers
• Start ups enable physical operations into
cars
(Ex: bringing fuel to a publicly parked car)
• Instant gratification

주요 정보
- 버스, 택시, 화물차의 실시간 운행행태 정보
- 운행기록, 위험운전행동 등 운행 전반 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
시스템(TMACS)

-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적, 시각적 정보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

- 시간대별 도로구간별 택시정보 시각화 정보
- 이용자별 맞춤형 승하차 지점 정보

전국대중교통정보
(TAGO)

한국교통
안전공단

- 전국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관련 정보

대중교통
* 출처: Krishna Jayaraman, 「Car-as-a-Marketplace: A Transaction Center on Wheels」, BrightTALK, Webinar 발표자료,
2020.1.22.

운수
종사자

3. 향후 전망과 과제

자동차검사통합
시스템(VIMS)

- 차량 운행기록 검사자료
- 차량용도, 검사일자, 주행거리 정보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지역별,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
- 화물 운송 전반에 관한 정보
- 화물 하차일, 운송료, 운송실적 등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통계청

국가공간정보포털
(브이월드)

한국국토
정보공사

- 인구, 교통, 복지, 경제와 융합된 공간정보
- 읍면동별 시계열 통계자료

공간정보

이터 원본을 R&D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상호 동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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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사고이력자료
- 사고일시, 장소, 위치 등 사고 상세정보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FPIS)

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 사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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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종합관리
시스템

기타

정에서 오류 발생이 높아져 영상 데이터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

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확보 및 유출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피해 배상을 전제로 영상 데

- 교통수단별 대중교통 이용 관련 통계자료

온실가스관리시스템
(KOTEMS)

2021년 6월 개최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업계에서는 비식별 처리 데이터 사용 시 인공지능 학습 과

대중교통DB
시스템(PT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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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권역별 지리정보
- 부동산, 건물에 대한 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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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구분

시스템명

관리기관

교통사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도로
교통공단

통행특성

국가교통 DB(KTDB)

한국교통연구
원

차량운행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각 지방자치
단체

주요 정보
․ - 교통사고 사례 유형, 차종, 기상상태, 기하구조
․ - 대중교통을 비롯한 전체 통행의 미시적 특성
․ - 가구통행실태조사, 주말 통행 실태조사, 승차 인원
․ - 대중교통을 비롯한 정체통행의 미시적 특성

제7장.
에듀테크분야 데이터 활용

유인식
(유비온 전무이사)

․ - 정류장별ㆍ노선별 버스 출ㆍ도착정보

코로나 상황을 맞아 전 세계 교육시장의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4차산업혁명시대

* 출처: 이지민,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 2020.11.

를 맞아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던 교육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전환의 요인은 시대가 바라고 있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더해

모빌리티 분야 최상위 법으로 2020년 9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출 혹은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연

새로운 기술들이 그 교육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데이터
기술은 자동화, 개인 맞춤화와 같은 역할을 통해 교육 전환의 시대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다.

계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교통위 검토 보고서는 ‘교통 관련 보유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려는 민간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실제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스타트업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1. 글로벌 에듀테크 산업 동향

위해 해당 데이터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비스 운영 업체들은 데이터 개방 요구를

가. COVID-19 상황으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 급증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확보를 통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기반 확대도 중요

코로나 상황을 맞아 교육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하지만 공공과 민간데이터의 공유, 개방,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중요

되면서 많은 학교가 폐쇄되었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화상채팅 등 IT를 활용한 원격교육이 활

한 이슈다.

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AI)을 비롯한 메타버스(Metavers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같은 다양한 ICT 기술이 에듀테크분야에 등장하였
고, 작년 한해 비대면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에듀테크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들 신기술과 교육이 단순한 결합 이상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유는 교육의
편리성과 효율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교육시장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2020년도는 하버드대학이 1930년 대공황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해이다. 코로
나로 인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투자가 늘어난 반면 다른 수익들은 감소한 탓이
다. 반면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의 대표주자인 코세라
(Coursera)는 최근 상장을 통해 6조 원 가치의 기업으로 상장되었다. 에듀테크산업이 전통
적인 교육방식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모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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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듀테크 분야 전망

[그림 4-7-2] 글로벌 교육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의 성장

글로벌 교육시장 내 에듀테크 분야 지출규모 비중은 2020년 2,270억 달러(3.6%)에서
12.6

글로벌 교육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지출 규모

2025년 4,040억 달러(5.2%)로 12.2%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단위: 10억 달러]

[그림 4-7-1] 글로벌 교육 분야 에듀테크 지출 규모(2020~2025년)
6.1

에듀테크 지출규모 5년간 2배 성장
+12.2%

[단위: 10억 달러]

3.1

404

1.8
2018

227

3.6%
Digital Spend
2020

2025

AR/VR

5.2%

1.3

0.8

2018

AI

2025

Robotics

0.1

0.6

Blockchain

* 출처: HolonIQ, 「Global Education Technology in 10 Charts」, 2021.1.

Digital Spend

다. 에듀테크 생태계 트렌드

HolonIQ

최근 들어 국가 단위에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2025

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재상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 출처: HolonIQ, 「Global Education Technology in 10 Charts」, 2021.1.

로운 역량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육 방식의 변화가 교육 분야에서 에듀테크 도
이러한 성장이 예상되는 에듀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히는 ‘실감화'는

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AR/VR 기술을 통해 학습 콘텐츠의 물리적 제약의 해소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

교육의 공간을 교실에서 가상현실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육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7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따라,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18억 달러에서 2025년 126억 달러

구성하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각 정부의 지원 정책

로 약 7배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 메타버스, AI, 로봇 등의 대표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에듀테크 산업은 급속도록 발전하고

에듀테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

있다.

국, 프랑스 등 각국에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계획을 추진하는 등 AI에 대한

글로벌 에듀테크 산업에서는 벤처캐피털들이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듀테크 내에서의 AI 기술 활용의 규모 역시 2025년은 61억 달러로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 규모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중국, 인

2018년에 비해 7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3개 국가가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및 투자 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
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서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조만간 교육
분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신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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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듀테크에서 데이터의 의미

[그림 4-7-3] 1965년에 출시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플라토(PLATO)

최근 우리 사회를 일컫는 대표적 수식 어구는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생
산성이 고도로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혁명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두 가지는 ‘초연결성(Hyper
connectivity)’과 ‘초지능성(Hyper intellig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연결성과 초지
능성이 실현된 ‘지능정보화’란 “방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지
능형 시스템의 발달, 컴퓨터 및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기술에 기반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가 최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1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이 ‘교육’ 분야에 접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에 관
* 출처: https://grainger.illinois.edu/news/limitless-magazine/plato (접속일: 2021.11.2.)

한 정보, 학생의 학습 활동정보, 학습과정 정보, 학업성취 및 학습 성과에 관한 정보들, 독서
활동 정보, 교사와 학생·학교에 관한 각종 행정지원 정보 등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 내·
외적으로 수많은 교육 정보들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취합, 저장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

현재 개별화 혹은 맞춤형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와

으로 한 이러한 ‘지능형 학습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학업

AIS (Adaptive Instuctional System)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ITS는 AIS를 구

성취도를 진단한 후 그에 맞는 맞춤화된 개인화 학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현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정의하고 있고 AIS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활용하고 있다. AIS

이다.

를 적용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AIS의 적용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

지능형 학습 서비스의 개념은 최근의 것이 아니다. 이미 40년 전 컴퓨터가 교육에 활

의 AIS는 특정 과목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되면서 컴퓨터 보조학습(Computer Aided Instruction, CAI) 및 컴퓨터 기반 수업

AIS 엔진은 영어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

(Computer-based Instruction, CBI)이 학습자의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

능을 교육에 범용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을 지원하면서부터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1965년에 플라톤의 이름을 따서 만든 PLATO
(Programmed Logic for Automatic Teaching Operation)는 개별화(Personalized) 혹은
적응형(Adaptive) 교육을 지향하면서 탄생된 대표적인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표 4-7-1] AIEd(AI in Education)의 세 가지 모델
AIEd

의미

사례
생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기
전에 개념을 탐색하고 실수를 허용함

Pedagogical
model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과 교육 전문성

학생의 행동에 따른 피드백(feedback): 질문, 힌트,
햅틱스 등을 제공하여 학습을 증진시킴
학습의 진단과 측정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Domain
model

특정 주제 관련 지식과
내용 전문성

뉴튼의 물리법칙
1차 세계대전의 윈인
텍스트 읽기의 서로 다른 접근들(예: 문장 읽기 등)

1 홍선주 외,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 교육의 방향 탐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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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d

의미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학생의 선수 학습, 사전 지식, 경험

Learner
model

학습자에 관한 지식

학생의 감정 상태

[그림 4-7-4]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가능한 데이터 모델

학생의 학습 몰입(예: 과제수행 시간: time-on-task)
* 출처: KERIS, 「지능형 학습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API 고도화 연구」, 2018

경험
지수

•콘텐츠 및 활동
•역량 융합
•메타데이터

학습
기록
스토어

•학습 이벤트 트래킹

역량
프레임
워크

•KSAO

•파라데이터
(Paradata)

2) 기업 학습자 기록(Enterprise Learner Records)
- 경력, 크리덴셜, 커리어 궤적에 대한 데이터

우선 효과적 지식전달을 위한 ID(Instructional Design) 기반의 티칭 모델(Pedagogical
Model), 학습 내용과 주제 중심의 주제 모델(Domain Model), 학습자의 태도·성향·성과 분
석을 위한 학습자 모델(Learner Model)은 각각 구현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통합적인 방

학습자
프로
파일

•UUID 매핑
•학습자 상태
•로컬 감사 추적

1) 등록된 활동의 경험지수
(Experience index of Registered Activities)
- 콘텐츠, 활동, 역량 정의, 메타데이터

•직무, 의무, 긱(Gig)
•표준 및 내용

3) 역량 프레임워크(Competency Framework)
- 직무, 인력, 학습 결과에 대한 공통 정의
4) 학습 프로파일(Learning Profile)
- 학습자 성과에 대한 전술적 스트리밍 데이터

식으로 개발된다. 티칭 모델은 주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같은 학습 플
* 출처: ADL Initiative, 「Total Learning Architecture 2019 Report」, 2020.3.10.

랫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제 모델은 수학, 영어 등 특정 과목을 서비스하는 학습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방식이다. 학습자 모델은 최근 들어 실시간 강의 혹은 시험감독
서비스에서 학습자의 학습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범용 AIS 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

이와 같은 AIS 모델은 각각 활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 병행해서 활용되기도 한다.

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 육군 연구소(US Army Research Laboratory, ARL)의

관건은 이들 모델이 특정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범용적인 방식으로 여러 분

LITE(Learning in Intelligent Tutoring Environments) Lab에서 개발한 GIFT(Generalized

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

Intelligent Framework for Tutoring)이다. GIFT는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다양한

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들 중 하나가 IMS Global, ADL Initiative, IEEE와 같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MOOC 플랫폼인

은 표준화 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연구다. 이를 범용 도메인에서 적

Open edX와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학습 플랫폼인 Moodle과의 연

용하기 위해서 도메인 간의 호환성이 보장될 수 있는 데이터모델의 표준화가 우선적으

계를 시도하고 있다. [그림 4-7-5]는 Open Edx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상호작용 관계를 보

2

로 필요하다. 이 표준들을 각각 살펴보면 개별화 학습에 접근하고 있는 데이터표준 연

여주고 있다.

구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학습활동과 콘텐츠 단위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LOM

앞서 이야기한 AIS 표준화와 범용 프레임워크의 사례는 AI를 다양한 교육 분야에 적용하

2.0), 도메인별 호환 가능한 형식의 역량표준(RCD), 개인별 학습 활동 데이터 수집의 표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화된 AI가 교육 분야에 적용되

준(xAPI 2.0)과 학습자 프로파일 표준(ILR, IGCL)은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

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부

한 기본 데이터세트로 이를 조합해서 범용적인 방식으로 개별화된 학습분석을 할 수 있

문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그 근간은 데이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될 것이

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역량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학습자

틀림없다.

의 학습 상태 관리는 학습자 프로파일에, 학습에 활용되는 학습활동과 콘텐츠는 메타데이
터 표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학습활동 로그는 LRS(Learning Record Store)
형식의 데이터 수집표준 스키마에 저장하게 된다.3 아래 그림은 이들 각각의 데이터모델이

2 러닝스파크,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 2020.10.26.
3 러닝스파크,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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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그림 4-7-5] Open Edx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상호작용 관계

제8장.
농업분야 데이터
활용·비즈니스

최대근
(파미너스 대표)

현재 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산업과 다양한 ICT 기술 등과 융합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특
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통해 수집된 농업데이터는 향후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에 의해 세밀하게 분석 및 가공이 되어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기회로도 발전할 수
Figure 2: Final integration of GIFT and CTAT-TutorShop in edX, to be achieved in future work.
* 출처: 「Integrating MOOCs and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edX, GIFT, and CTAT」, 2017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농업인의 환경 데이터가 공유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개인 의사 결정

For example, take a student in the BDEMOOC (the edX course that will become our first adaptive
MOOC) who has reported considerable interest in clustering, factor analysis, and bottom-up methods in
general—all key topics in this course. This student’s efforts will be directed towards these topics. In (say)
week 2, rather than continuing further study of prediction models, as would be the default path through
course, the student will begin the study of clustering. Imagine that this student then successfully
3. the
마무리
masters some of the key facts and concepts around clustering but afterwards skips straight to the practical
“using the method” assignment in RapidMiner without viewing the videos on procedures for clustering.
The student then struggles with the first CTAT assignment on clustering,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selecting
how many
clusters 바라보는
to use. With시각이
data from
CTAT,
GIFT 인해
recognizes
student
needs생
교육 관점에서
데이터를
환경적
변화로
최근 that
들어the많은
변화가
remedial support and that he or she has covered the facts and concepts. GIFT then uses this information to
recommend
that the단순히
student watch
the video on방식으로
procedures바라보던
for selecting
the number
of clusters.
기고
있다. 학습을
지식전달적인
시대에서
학습을
경험 중심적으

활용에만 그쳤다면, 앞으로는 농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센서와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들이 서로 연
계 및 호환될 수 있는 데이터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고, 나아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농
업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다.

MOOC
content for것으로
use with
GIFT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전달적
로 Adapting
역량과 스킬을
내재화하는
바라보는
Big Data in Education
(BDEMOOC)
has위한
been몇
offered
MOOC contexts
across
two itera-분
인 The
학습환경에서
데이터는course
수월성을
판단하기
가지in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1. 농업에서의 데이터 비즈니스 및 AI 활용 사례

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수집의 대상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분석 방식 또

가. 인디고 애그리컬처(미국 농업 유니콘 기업)

tions in the past. Its first iteration was on Coursera, and its second iteration was on edX. This section
describes
the ideas
and the efforts
in 학습환경에서는
taking the existing curriculum
course materials
and다
석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경험 involved
중심적인
기존 정형and
데이터뿐만
아니라
modifying them in order to utilize GIFT’s and CTAT’s adaptive capabilities.
The CTAT tutors embedded in the BDEMOOC ask students to come up with results in RapidMiner from
course’s datasets and then query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se numbers. The hints in the tutors’
한 the
이전과는
매우 다른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questions, sometimes extending more than 10 levels deep, coach students to help generate their results;
the tutors also provide feedback messages to explain and correct common misconceptions. An example of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도 급격한 전환을 하고 있다. 특히
a CTAT tutor running in the BDEMOOC is shown in Figure 3 below.

인디고 애그리컬처(Indigo Agriculture)는 농업 분야 최초로 유니콘 기업1으로 선정된 미
국 스타트업이다. 주요 사업 모델은 ‘종자코팅(seed coating)’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자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교육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속도를 앞당기

미생물로 코팅을 입혀, 병충해나 열악한 자연환경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

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각각의 기

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디고 애그리컬쳐는 미국 전역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방대한 농업데이터

술을 중심으로 두고 개별 도메인 전략을 취하게 될 경우 근간이 되는 Data Science적인 접근

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현재도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2 기술을 사용하여

의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

종자 개발 연구에 1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축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가

성이 있으므로 기존 기술 중심의 수직적(Vertical) 도메인 전략뿐만 아니라 Data Science를

활용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책정과 생산 단계 이후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시키고 있다.

중심으로 수평적(Horizontal) 에듀테크 산업 육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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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하는 말

2

컴퓨터가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213

제4부. 제8장 농업분야 데이터 활용ㆍ비즈니스

Recognnition)을 하는데, 딥러닝(Deep Learning)3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물고기의 건

[그림 4-8-1] 목화 종자에 인디고 애그리컬처의 미생물 코팅 기술 적용(왼쪽: 인디고종자)

강, 크기, 최적 사료량을 결정하고, 양식장 운영 비용과 폐사율, 그리고 주변 생태계에 끼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기업은 2019년 12월 아마존 AWS 혁신 우수 사례
로 선정되었고, 향후 빅데이터와 AI의 학습을 통한 100% 완전 자동화된 연어 양식장을 구
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스막텍(오스트리아 축산 AI 스타트업)
오스트리아의 축산 스타트업 스막텍(smaXtec)은 센서가 내장된 소형기기를 젖소의 체내
에 삽입하여 젖소의 질병상태와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한
* 출처: Indigo Agriculture AG

다. 이 기기의 특징은 체외에 부착하는 목걸이 형태의 제품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특수 플라스틱을 이용한 센서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

나. 아쿠아 바이트(노르웨이 수산 AI 스타트업)

다는 점이다. 젖소가 하루에 몇 발자국을 움직였는지, 젖소의 가임 기간이 언제인지와 같은

노르웨이의 수산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아쿠아 바이트(AquaByte)는 빅데이터 및 인공

다양한 가축 정보와 지역별 기후정보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4에 전송하여 전 세계 목장의

지능 활용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양식장 안에 설치된 수

빅데이터화를 이룸으로써, 데이터 축산 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중카메라는 1,000 테라바이트가 넘는 250만 마리 이상의 생선 이미지를 학습하여 0.8%
오차 범위 내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한다. 연어의 안면과 길이로 개별 인식(Fish Facial

[그림 4-8-3] 스막텍의 최적 사육 관리 시스템

[그림 4-8-2] 아쿠아바이트 수중 카메라(데이터 인식) 및 빅데이터 활용
Site Overview

Aquabyte

체온

pH

음수

Analytics

Biomass Histogram

Analytics
Site:

활동량

Number of metric tons

35MT

Site1

Number of fish

30MT

Pen Selection
P2

P3

P4

Total biomass

25MT

P1

20MT
15MT
10MT
5MT
0M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Weight class(kg)

Count

Count %

Total biomass(metric tons)

1-2

730

0.82

1.16

2-3

4172

4.67

10.46

3-4

13558

15.16

52.15

4-5

26092

29.18

118.45

5-6

26081

29.17

143.31

6-7

13936

15.59

91.01

7-8

4169

4.66

29.33

8-9

681

0.76

5.82

빅데이터
분석

* 출처: RDA Interrobang(제199호), 「빅데이터가 바꾸는 농업의 미래」, 민승규, 서현권, 2017.7.14.

* 출처: Aquabyte(http://www.aquabyte.ai/index.html, 접속일: 2021.11.8.)
3 다층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 러닝의 한 분야
4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데이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하
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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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이드믹스 바이오테크놀로지(대만 종돈 스타트업)

된 소노마(sonoma) 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국 대표로 디지로그팀이 참여한 2회 대회

종돈5 스타트업인 에이드믹스 바이오테크놀로지(Aidmics Biotechnology)는 대만의 30대

도 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예선은 온실 시뮬레이션

연구자 2명이 창업한 농업 스타트업으로,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돈의

프로그램에서 가상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가장 높은 이익(Net Profit)을 내는 상위 5

6

선발, 도태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현미경 검

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5개월의 시뮬레이션 재배 기간동안 온도와 습도, 환

사 대신 태블릿과 웹을 이용하여 돼지 정액성상을 분석함으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기, 관수, 보광, CO2 시비 등 다양한 변수의 데이터를 제어해야 했다. 디지로그팀은 시뮬레이

개체 관리의 용이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특징이 있다. 현재는 검사한 돼지 정액과 이를 이용

션에서 받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원예 재배 전문가 팀원들이 제시한 변수의 범위를 조합하여

해 생산된 돼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축적된 데이터

좋은 점수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하였고, 24시간의 예선전에서 2위로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

를 이용하여 새로운 종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선에서는 네덜란드 실제 온실 공간에 디지로그팀의 IoT 센서 및 장비들을 설치한 후, 네덜란
드가 아닌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원격으로 방울토마토 온실을 제어했다. 결과적으로 디지로

마. 한국 ‘디지로그팀’의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참여

그팀은 3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웠지

빅데이터와 AI가 세계 농업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지금,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도태

만, 다양한 분석 및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이는 한국이 데이터 및 AI 농업

되지 않기 위해 ‘디지로그(DigiLog)’라는 이름으로 한국 대표팀을 구성해 2019년 네덜란드

의 테스트배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지표였다.

와게닝겐 대학(Wageningenn University and Research)과 중국 IT 기업 텐센트(Tencent)
가 후원하는 제2회 세계농업 인공지능 대회(Autonomous Greenhouse International
Challenge 2019)에 참여하였다. 1회 대회에서는 4개월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2. 국내 농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기술 중요성 및 시사점

으로 오이를 재배하였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과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원이 소속
현재 농업 선진국은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모든 농업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새
[그림 4-8-4]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온실 공간과 IoT 센서 설치 중인 디지로그팀

로운 농업 시장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 한국 역시 농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에서 빅데이
터 활용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산
업 환경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간의 농업 경쟁력 부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및 가공하여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로 판매하는 서비스가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온실 자재나 장비 등의 하드웨어는 제품 수명이 짧고 교체
가 필요한 반면에, 정보는 축적될수록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이 복제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데이터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선진 농업 국가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플랫폼
회사들이 가진 농업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가치 있는 농업데
이터의 수집과 분석, 가공이 미래 농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현재 외국 기업의 환경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 국내 스마트팜 농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 출처: DigiLog

농가의 재배 및 환경 데이터의 일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한국에 자동화 스마트팜이
5

인위적 혹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돼지의 임신을 할 수 있게 수정되도록 하는 과정

6

동일한 종(種)에 속한 다수의 개체 중 특정 개체는 보존되고 다른 개체는 사라지는 현상을 검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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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장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제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재배

빅데이터 및 AI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스마트한 과학 농사를 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및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농업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

식물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자율 주행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더

앞으로 한국 농업의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

많은 양질의 데이터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따른다. 미래의 과학 농사는 스마트

가 있다. 첫째, 센서와 장비, 플랫폼 기술들이 서로 연계되고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

팜 내부에서 사람의 눈을 대신해 AI가 영상을 보고, 식물의 생육 및 병해충 상태를 판단하는

행하여 시스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장비와 시스템 간의 호환성

등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팜 온실 내에 부착된 센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

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국가 농업 기관

거 패턴을 분석해 질병에 걸릴 확률을 예측하고, 미리 선택적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진단과, 실제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러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디지로그팀이 미래

셋째, 민간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와 개발 및 협업을 장려하여 그들이 농업에 참여할

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농업용 로봇을 개발 중이다. 현재 농가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개발 및 협업을 장려해야 한다. 넷째, 농업 빅데이터 축적 기술

인건비 부담,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이 로봇의 목표이다. 디지로그팀

에 대한 재산권과 같이 향후 예상되는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오랜 경험을 바

은 이러한 데이터 및 AI 기술 작물 재배 솔루션을 통하여 한국 농업데이터와 AI 농업 발전에

탕으로 축적해온 노하우나 재배기술들에 대한 재산권 개념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데이

이바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문제를 해결하

터를 제공하는 농업인과 이를 수집하는 기업 간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

기 위해서는 농업데이터와 AI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이제 국가의

로, 규모가 작은 소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맞춤형 시스템 개발이 필요

농업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 농업에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

하다. 소농의 경우 IC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발

자율형 온실” 구축과 같은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생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농업,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의 영역으로!

지금까지 농업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농업 선진국의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형 모델은, 현재 소규모 농가가
많은 한국 농업에 적용하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한국형
농업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농업에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많은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한국 농업에도 다양한 센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과 같은 AI 기술이 활발
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앞서 말한 제2회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통해 농가의 기존 재배 방
식과 노하우가 작물 재배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당시 결승
에 참여한 5개 팀은 모두 AI 전문가들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모두 30년 경력의 사람 농부 팀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대회 기간 동안 AI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였
고, 이는 단기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판단이었다. 이를 통해 미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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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개인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한 조직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는

제9장.
데이터 동맹·제휴 현황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

첫째,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둘째,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한계점으로 인해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끼리 동맹을 맺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수가 많을수록 데이터 분석 결과의 예측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
행들이 개인의 여신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신용평가모델의 적중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인해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끼리 동맹을 맺게 된다. 폭이

데이터3법이 발효되면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적 환경이 갖추어졌다. 데이터 결합기관과 데이터
전문기관이 지정됨으로써, 데이터 가명화를 통한 공유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 조직들이 협약을 맺는 데이터 동맹이 확산되고 있다.

커질수록 데이터 활용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회사의 매출데이터와 통신
회사의 위치데이터를 결합하여 상권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는 데이터 활용 능력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 이

데이터동맹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통신사도 적극적이
다. 데이터 동맹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동맹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까지 모두 마찬가지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빠르고
적확한 의사결정,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혁신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데이터만으

서는 비즈니스 관점, 데이터 관점, 기술 관점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외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
다. 2020년 금융데이터거래소가 개설되었지만, 2021년 5월 현재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고

1. 데이터 동맹의 배경

있는 기업은 104개이고 이 중 53.8%인 56개 기업은 데이터 등록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출
범 후 1년간 유료 거래 누적 금액도 약 11억 원에 불과하다1.

가. 데이터 공유

데이터거래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데이터가 상품화되어

개인데이터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의 공유는 법적 제약이 없다. 예를 들어서 기상데이터,

야 한다. 둘째,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판매자가 다수 존재해야 한다. 데이터가 상품화된다

주가데이터, 기업재무데이터 등은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는 뜻은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오픈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데이터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요건이 각각 다르다.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데이터 거

반면 개인데이터의 공유는 법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

래 니즈가 충족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조직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과 직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등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개인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데이터를 가명화

효과적이다. 데이터 동맹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터 동맹을 맺는다고 하

하고, 이를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통계 작성, 과학적

더라도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데이터 보유조직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데이터 동맹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자산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도적 규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이 지원되어야

나. 데이터 동맹의 등장

한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동맹은 2020년 이후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 데이터3법에 의해

데이터 동맹은 둘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 데이터 공유의 기준이 마련되었고,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서 데이터 공유가 실질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데이터 동맹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1 변준석, 박민정, 천정희,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구독플랫폼 구축 사전 연구」, 데이터리서치 브리프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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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5 6 결합대상 데이터에 금융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데이

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터전문기관만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2.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 현황

[표 4-9-1]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요건

가. 결합전문기관의 정의

결합전문기관
_

기본요건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데이터전문기관
-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
(이후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

인력·조직

- 8인 이상 담당 조직
- 전문가 3명 이상 상시 고용

- 8인 이상 전문인력 보유
- 임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 없을 것

시설·설비

- 결합, 가명처리, 반출 심사 등을 위한
업무 공간 및 시설
- 물리적 안전 조치

-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 정보통신 설비,
보안체계 등 구비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고, ‘결합된 정보의 외부 반출을 승인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26조의 4에서는 결합전문기
관을 ‘정보의 결합과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정
의한다3.

- 결합, 가명처리, 반출 심사
- 데이터 송수신
- 결합전문기관 업무 기능

_

보안 조치

- 데이터 유출 방지 등 보안 조치

_

정책 절차
관리 체계

- 결합, 가명처리, 반출 심사 등을 위한 정책
및 절차 등

- 위험관리체계, 내부통제장치
- 설립 취지, 사업영역 적합

재정 능력

-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최소
10억원 이상
- 자본금 50억원 이상

- 순자산 대비 부채 총액 비율 200% 이내 등

시스템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명칭은 각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문기관’으로 표
현하고 있고, 관련 고시에서 ‘결합전문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다4. 신용정보법에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법률인 반면에 신용
정보법은 신용정보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법률이다.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의 역
할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대상 데이터 영역이 신용정보인 경우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호칭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데이터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결합기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
정보를 각 조직이 가명화하여 제출하면 이를 결합해서 전달함으로써, 서로 다른 조직의 데이
터 공유를 지원하고 법적 제약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11월 통계청과 삼성SDS를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에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1호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나.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현황

지정했으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 결합전문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데이터전

기관을 지정했다.

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표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에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었다

5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2 개인정보보호법(2020.8.5. 시행), 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6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금융위원회 사이트

3 신용정보법(2021.8.4. 시행), 제26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https://www.fsc.go.kr/po010101/74369?srchCtgry=1&curPage=2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

4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대한 고시(2020.9.1. 시행), 제2조(정의)

EndDt=,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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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7.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 모형 상품 개발, 청년 등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

나아가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거래소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하

용평가모형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결합이 진행되

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 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합 과정에서,

나. 공공 중심 데이터 동맹

데이터 성격에 따라 해당 부처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헬스 데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도 성과를 내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동
맹은 공공 부문이 선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얼라이언스전략위원회를 2019년에 발족했다. 빅데이터플랫폼 사

3. 데이터 동맹 현황

업을 통해 형성되는 빅데이터플랫폼과 센터를 통한 민관데이터 공유 활성화가 목표이다. 행
정안전부는 SK텔레콤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공동 수행 협약을 체

가. 데이터 동맹 특징

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등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

데이터 동맹은 2020년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3법 제정으로 개인정

하는 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SK텔레콤, KB국민카드와 소상공인 지원을

보의 합법적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

위한 데이터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동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다. 개인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제휴를 추진하는 경우이다. 또한 금융은 산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

[표 4-9-2] 2021년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동맹 주요 사례
동맹

업 허가가 진행되어, 2022년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점도 작용하
고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금융사들은 개인의 일상 및 상거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함께 공익 목적의 데이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관 빅데이터
동맹

시기

참여 조직

내용

2021년 7월

SK텔레콤,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카드

SKT의 이동통신 정보 기반 유동인구데이터,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가맹점 데이터,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상권활성화지수 등 상권분석
에 핵심적인 데이터 융합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공공기관
협의체의 25개 참여
기관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 등 국
토교통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둘째, 이종업종 간 동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의 동맹이 보다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금융과 통신, 금융과 커머스의 제휴가 활발하다. 고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서비

국토교통데이터
산업 생태계

스를 하고 있는 조직들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이 선호되고
있다.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다. 금융 중심 데이터 동맹

이다.
셋째, 비즈니스 및 서비스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공유는 비즈니스 협업 및 서비

카드회사들이 데이터 동맹에 가장 적극적이다. 카드회사는 일회성 협약보다는 데이터 동

스 제휴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타깃 마케팅 기

맹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확장하는 관점으로 추진한다. KB국민카드는 이업종 데이터 융합

획 지원, 신용 평가 모형 개발 및 공유, 연구 과제 공동 추진 등의 활동도 추진될 계획이 있다.

플랫폼을, 신한카드는 오픈 얼라이언스를, 삼성카드는 LINK파트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

7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

뱅크 등은 상거래 기업과 데이터 제휴를 통해 금융데이터의 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

자료,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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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금융 데이터 동맹

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데이터 댐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맹도 있다. 우리은행과 교보생명 등은 초대

통신사 중심의 데이터 동맹,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동맹, 엔터테인먼트 서

형 민간 금융데이터 댐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 신한카드는 SK텔레콤 등과 제휴하여 민

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동맹 등이 가동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등은 공공,

간 영역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자 한다.

금융, 미디어 등과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선제적 개발을
위해 GS칼텍스, 렌터카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미디어데이터얼
라이언스는 콘텐츠 소비행태 분석을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K-Pop 아티스트 인기 분

[표 4-9-3] 2021년 금융회사 중심 데이터동맹 주요 사례
동맹

민간데이터 댐
구축

도메인
갤럭시

시기

참여 조직

2021년
2월

신한카드, SK텔레콤,
코리아크레딧뷰로,
GS리테일홈쇼핑,
다날, 이니시스,
부동산114

2021년
2월

현대카드, 이마트,
코스트코,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대한항공 등

석을 위해 데이터 동맹을 맺고 있다.

내용
- 민간 영역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유통하
는 민간 데이터 댐 구축
- 오픈형 얼라이언스를 지속 확대해 자동차, 제조, 패션,
의료, 교통, 숙박 등의 데이터 기업과 데이터분석 전문
기업, 컨설팅업체, 시스템·솔루션 기업 등 추가 합류
예상(신한카드)
-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매개체로 하는 협력
관계
-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대
카드가 각 파트너사에 마케팅 지원
- 카카오페이의 결제 및 고객 행동데이터, 카카오뱅크
의 대출 수신 데이터 협력으로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활용.
- 카카오 주요 계열사 데이터 협력 추진 계획

신용평가모형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협력

2021년
3월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제휴
마케팅

2021년
3월

오렌지라이프,
SK플래닛

데이터사업
제휴 협약

2021년
4월

삼성카드,
이마트24

데이터 유통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2021년
5월

비씨카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 융합
기반 금융 트렌드
공동연구를 위한 업
무협약

2021년
5월

교보생명, 우리은행,
우리카드, 미래에셋
증권, 한화손해보험,
NICE평가정보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업무협약

2021년
7월

GS리테일,
KB국민은행

- GS페이 개발을 통한 핀테크 비즈니스 확대, 공동
프로모션 및 홍보 마케팅 협력, 양사의 데이터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시너지 창출

데이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2021년
8월

BC카드, 이마트24,
닐슨컴퍼니 코리아

- 데이터 교류 및 분석, 빅데이터 기반 공동 리서치 및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등에 협력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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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4] 2021년 기타 데이터동맹
동맹

시기

참여 조직

내용

미디어 데이터
얼라이언스

2021년
3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CJ CGV, KDX

- 미디어/콘텐츠 데이터 레이크 구축 계획
- 극장 상영 영화 실시간 방영, VOD 시청 이력 데이터 공유,
전체 시장의 콘텐츠 소비 행태 분석

소셜차트 2.0

2021년
6월

가온차트, 유튜브,
Mubeat, V LIVE,
마이셀럽스, 틱톡

-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K-Pop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소셜차트 2.0을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제휴
- 2021년 6월에 틱톡 데이터 추가하기로 함

데이터 협력 및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2021년
7월

KT
아이지에이웍스

- IPTV와 모바일 이종 영역 데이터를 결합하여 TV 광고
시청과 타깃 고객의 행동 변화 간 연관성 도출 등

- 각 사가 보유한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종합 금융솔루션 서비스 제공 추진

- 양사 데이터 교류 및 분석, 빅데이터 기반 공동 리서치
및 데이터 판매, 삼성카드 LINK파트너를 통한 빅데이
터 기반 마케팅 등
- LINK 파트너 참여사 확장 추진(삼성카드)

4. 데이터 동맹 향후 과제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데이터 공유의 방법으로는 데이터 거래와
- 각 기관은 표준계약서 등 금융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력
- 초대형 민간 금융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협력
- 데이터 수집부터 결합·분석·유통 등의 프로세스
간소화, 금융·소비·건강 등에 이르는 통합 고객
상황판, 가명처리 정보 수집·결합·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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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휴,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데이터 동맹은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이 제정되고 데이터결합기관과 데이터거래소가 가동되고
있지만, 데이터 동맹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가. 비즈니스 관점
동맹을 맺은 조직들 사이에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내용과 품질
이 동일하지 않다. 동맹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에 각 참여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익과 비
용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데이터 제공에 따라 기회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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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제9장 데이터 동맹·제휴 현황

참여자는 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데이터로 인한 기여를 명확하게 산출하기
는 쉽지 않다.

나. 데이터 관점
데이터는 보유 조직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
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제공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맹에 의하여 임의
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관련 법규 및 동의 관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며, 동맹에 참여
한 조직들 사이에는 데이터 표준이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동맹의 데이터 공유가 지
속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다. 기술 관점
데이터 동맹에 참여한 조직들 사이에 데이터 교류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바람직한
것은 참여 조직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플랫폼을 전담하는 기능
을 동맹에 참여하는 어느 조직에서 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교류 기
술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이 데이터 동맹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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