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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비즈니스

데이터의생산, 수집, 가공, 유통, 활용
등에관련된광범위한비즈니스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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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의새로운 가치 발굴

BigData + AI 활용

* AI 활용을위해서는양질의 data가필요

* 기존 BigData기업들이빠르게 AI로전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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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ining

Data Science

@ Gill Press

Big Data

 Structured data
 Semi-structured data
 Unstructured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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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ttturck.com/bigdata2017/#more-1042
http://mattturck.com/bigdata2017/#more-1042


데이터유형

공공데이터

DATA.GO.KR

SK Big Data Hub

외부(웹)
데이터

블로그/카페

커뮤니티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뉴스와이어

민간데이터

통신사 데이터

카드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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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최소 1500만건 이상의 한국어 웹 데이터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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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공공기관제안요청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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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슈
* 수급 & 유통 관점



수집의적합성

￮ 이용 약관 / 사용권 규약 준수

￮ Robots.txt 준수

￮ 저작권법 준수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 (저작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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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html

네이버의사전허락없이자동화된수단(예: 매크로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등)을이용하여네이버서비스
회원으로가입을시도또는가입하거나, 네이버서비스에
로그인을시도또는로그인하거나, 네이버서비스상에
게시물을게재하거나, 네이버서비스를통해
커뮤니케이션하거나(예: 전자메일, 쪽지등), 네이버서비스에
게재된회원의아이디(ID), 게시물등을수집하거나, 네이버
검색서비스에서특정질의어로검색하거나혹은그
검색결과에서특정검색결과를선택(이른바 ‘클릭’)하는등
이용자(사람)의실제이용을전제로하는네이버서비스의제공
취지에부합하지않는방식으로네이버서비스를이용하거나
이와같은네이버서비스에대한어뷰징(남용) 행위를막기
위한네이버의기술적조치를무력화하려는일체의행위(예: 
IP를지속적으로바꿔가며접속하는행위, Captcha를외부
솔루션등을통해우회하거나무력화하는행위등)를
시도해서는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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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이용약관



“
￮ https://help.instagram.com/581066165581870

허가받지않은방법으로계정을만들거나정보에
접근하거나정보를수집하려해서는안됩니다.
여기에는당사의명시적허락없이자동화된방법으로
계정을만들거나정보를수집하는것이포함됩니다.

￮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
회원님은 (당사의사전허락없이) 자동화된수단을
사용하여Facebook 제품의데이터에접근하거나이를
수집할수없고, 접근권한이없는데이터에접근하려고
시도해서는안됩니다.

￮ https://pann.nate.com/notice/view?pann_id=341842245
다른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저장, 공개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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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용약관



“
￮ http://search.naver.com/robots.txt

User-agent: *
Disallow: /

￮ https://news.naver.com/robots.txt
User-agent: Yeti
Allow: /main/imagemontage
Disallow: /
User-agent: *
Disallow: /

￮ https://media.daum.net/robots.txt
User-agent: *
Disal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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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s.txt (1)



“
￮ https://www.google.com/robots.txt

User-agent: *
Disallow: /search
Allow: /search/about
Allow: /search/static
Allow: /search/howsearchworks

￮ http://www.dcinside.com/robots.txt
User-agent: *
Allow: /

￮ http://agora.daum.net/robots.txt
User-agent: *
Disallow: /
User-Agent:Daumoa
Al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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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s.txt (2)



“ ￮ http://blog.daum.net/robots.txt
없음

￮ https://www.tistory.com/robots.txt
User-agent: *
Allow: /

￮ http://blog.naver.com/robots.txt
User-agent: Yeti
Disallow: /

￮ Naver café & Daum café
Disallow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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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s.txt (3)



규제강도

최소규제: 미국, 일본

일부규제: 유럽

규제: 한국

* GDPR, 2018-05-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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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orrester's 2016 Data Privacy Heatmap points



개인정보활용이슈

￮ KISA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기업
20개를 시민단체들이 고발
(20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고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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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합의부족

보호와활용의현실적
균형필요



데이터제한적활용예

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프리존 시범 사업

- 2018년 시행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사용

- 물리적 보안환경에서 비식별화된 통계청
데이터와 통신사/카드사 데이터의
가공/활용 기회 제공

- 단,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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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유통예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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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DB권 준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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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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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Any questions?
You can find me at
￮ mklee@konan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