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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Key note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화의 핵심은 DATA 

출처:4차산업혁명의 메가트랜드 

클라우드 

I C T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 
판단 
실행 

인공지능 

공유경제 ? 

온디멘드 경제 ? 

플랫폼경제 ? 개인맞춤 ? 

다품종소량 ? 

O2O경제 ?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 ? 

가상현실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자율주행차 ? 

로봇 ? 

3D프린터 ? 
IOT ? 

유전체 ? 

 블록체인 ? 
 

신경기술 ? 

기술의 융합 

VTOL?   드론 ? 

증강현실 ?     혼합현실 ? 

제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세상은 

사물, 사람, 운송, 도시 등과 ICT가 융합되면서  

생산되고 축적된 DATA를 기계학습하며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최적의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  

2 



빅데이터 세상을 바꾸다 (시사기획 창 KBS   2012. 2) 

많은 정부들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올겁니다 

이제 어떤 정부도 

생산성을 높이며 세상을 자동화  

세상을 얼마나 정확히 잘 이해하고 예측 Automating the world 
Understanding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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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 데이터 경제 선언 

출처:DEF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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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혈맥,  데이터 고속도로 

출처:DEF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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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전략 (일부) 

출처:DEF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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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의 Key “고품질 데이터의 완전한 개방” 

데이터 고속도로 5대 원칙 추진방안 – 1. 데이터 개방 

데이터 고속도로 5대 원칙 추진방안 – 2. 데이터 품질 강화 

2018.11.01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공공데이터품질팀 신설 (공공데이터 개방팀 분리)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천(Raw) 데이터 형태로, 적시성(Timely) 있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Machine 

Readable Format으로 개방한다.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에 개방효과가 달려있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쓸모 있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데이터 클리어링에 시간과 비용의 70~80%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메타데이터 사전)」 구축 

CDO(Chief Data Office) 신설 

 : 공공데이터법의 공공데이터책임관에 CDO의 임무 및 역할 등을 추가〮개정 추진(‘19년) 

데이터 고속도로 5대 원칙 중 1,2원칙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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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추진 경과 

2013 2015 2016 2014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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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평가 

Open data as a way of governing  

• Open by default 

• Data infrastructure 

• Publishing with purpos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개방지수 

1위 ( ‘15 , ‘17 ) 

     OUR(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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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과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공공기관 민간 (기업/개인)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민간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가정 

기업인프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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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과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단순사례) 

OO화재 손보사의 Market Intelligence  

의사결정 

활동 지원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 

마케팅 활동 

자산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통계청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와  
보험사 고객 수를  접목하여 고객 침투 율 제공 등 
시장 지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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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과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사례) 

질로우 닷컴 (www.Zillow.com)은 주택 보유자, 

구매자, 판매자, 임대업자, 중개업자, 대부업자, 땅 

주인, 감정 평가사 등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정부가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보들, 

지리정보시스템, 인구통계정보, 학군 정보 등 을 

활용하고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 

특정 매물의 가치를 추정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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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과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사례) 

독일 명차 브랜드 3사는 공동연합으로 노키아의 지도 데이터 

서비스인 HERE를 3조6천억에 인수  

한국에서 우수하게 개방되어 활용 중인 실시간 교통정보와 

대표적인 지도 데이터 네비게이션 서비스들이 서로 데이터

를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다면.. 

경로 중 최적 저렴한 주유소, 관광(숙박, 음식, 행정 지역별 

행사이벤트) 등과 함께 모든 데이터가 융복합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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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공데이터 별 오버-뷰 기능이 추가된다면 

•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 필요 

데이터 개방 이슈 

데이터 경제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거래 근간인 신뢰와 믿음 

데이터 개방 공개의 기반은 보유/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품질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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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이슈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가 제공 되어야…)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으로 단기간에 챔피온 위치에 올라서는 성과 획득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매우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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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이슈 (수집과 가공이 편한 방식으로 제공 되어야…) 

[

백… 

10% 1% 

파일 오픈API 표준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18.08) 

공공데이터 
제공 처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수집 처 

추
출 

업로드 다운로드 

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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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이슈 (이종 데이터 매쉬업이 가능토록 원시데이터 수준으로…) 

Claim Bundle 

Claim Policy Snapshot Subclaim 

Claim Bundle OCR 영수증 마스터 

Claim Bundle OCR 의료 세부내역 Claim Bundle 비 급여 평가결과 

Claim Bundle OCR 영수증 상세내역 

Claim Payment Case Reserve Procure 

Claim Payment Item Claim Item 

Claim Bundle Participant Occurrence 

Policy Contract 
Coverage Subcoverage 

Business Partner Insured Object 

Claim-Claim Object Asignment 

Claim Bundle 의료비영수증 

Claim Bundle 의료비비급여판정상세 

의료비영수증 상세내역 

Procure 의료비영수증계산결과 Procure 의료비공제영수증 

Claim Bundle KCD 진단코드 

Claim Bundle 정보입력자의료비영수증 Claim Bundle 정보입력자의료비영수증상세 

공공 RAW 데이터 

내부 RAW 데이터 

新 분석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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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이슈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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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이슈 (믿고 쓸만한 고품질의 데이터이어야…) 

데이터 개방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 추진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Data Quality is not a program, It should be a process & endless project bec data is an organic cre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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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이슈 (데이터오류? 품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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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데이터 생태계와  주요 품질관리 단계 

출처 : Enter the Data Economy(’17, EC), The Rise of the Data Economy(’16, IBM)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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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 시행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추진 근거 

2020 2019 2018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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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인증  

산업화 시대 이래로 KS , Q마크 등 다양한 품질 인증 

마크가 필요했던 것 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 품질 DQC 인증

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돠 공공 민간 국가 전 산

업 분야에서 데이터 표준과 품질 인증을 장려

하며 데이터 품질과 개방이 우수한 기관 기업

에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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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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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비투엔 

대표이사  조 광 원 

(한국데이터산업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