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응
차 산업혁명
례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전략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2018. 11.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 정용찬
• 이 자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KISDI Premium Report 17-04, 2017. 6. 14)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KISDI Premium Report 18-05, 2018. 8. 7)을 기초로 작성함
1

차 례

1.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2.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벤치마킹

3.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전략

2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

http://www.iro.umontreal.ca/~vaucher/RW/Voiliers/page1/page8/page8_X.html

1. 데이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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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모빌리쿠스(Homo Mobilicus)

1. 데이터 경제

http://www.returnofkings.com/74334/the-incomplete-and-flawed-history-of-the-human-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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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스마트폰이 합체

출처: Isabella Gresser(2015), fatigue Society,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1. 데이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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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률 96%

1. 데이터 경제

http://www.pewglobal.org/2018/06/19/social-media-use-continues-to-rise-in-developing-countries-but-plateaus-across-developed-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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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유율 94%

1. 데이터 경제

http://www.pewglobal.org/2018/06/19/social-media-use-continues-to-rise-in-developing-countries-but-plateaus-across-developed-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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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사람 + 사람 + 사물 + 사물 = DATA

1. 데이터 경제

● 80 billion Connected Devices in 2025
180 trillion GB of Data and IoT Opportunities (IDC)

http://www.vebuso.com/2018/02/idc-80-billion-connected-devices-2025-generating-180-trillion-gb-data-iot-opportunities/
https://blogs.sas.com/content/sascom/2016/08/22/big-data-iot-data-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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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교(Data Religion)

1. 데이터 경제

안면인식 대출금리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0xfysptZD4w

9

산업혁명과 시가총액

1. 데이터 경제

● 2018: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MS,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 2007: 1.페트로차이나, 2.엑슨모빌, 3.GE, 4.차이나모바일,
6.MS, 7.가즈프롬, 9.AT&T
- 1997: 1.GE, 2.로열더치셸, 3.MS, 4. 엑손

출처: 제러미 리프킨(2012). ‘3차 산업혁명‘ 소개 책자.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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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수직계열화 용이

1. 데이터 경제

● 데이터 관련 협업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European Commission, 2017)

출처: IBM,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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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업의 시장 지배력

1. 데이터 경제

구분

게임 체인저

파급 효과

구글

AdSense
유튜브

광고 시장
신문, 방송

패이스북, 트위터

SNS

통신 시장

넷플릭스

추천서비스

비디어 대여 시장
방송콘텐츠 시장

아마존

AWS(클라우드)

컴퓨터 장비
방송콘텐츠 시장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7/2015042701006.html

5G 기반 데이터 기업

?

??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7/2015042701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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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
독일
• Industry 4.0

1. 데이터 경제

미국

일본

• Key Elements of the
Industrial Internet

• 신산업구조비전 경제산업성
1.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데이터플랫폼,
데이터 유통시장…

Source: General Electrics. Industrial Internet. Nov. 2012.
Source: Germany Trade & Invest(2014).
Industrie 4.0 Smart Manufacturing for the Future.

• Smart Service Welt

• IIOT CONNECTIVITY STACK
MODEL(산업인터넷컨소시엄)

자료: 사공목(2017),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KIET).
원 출처는 일본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2016. 4)

13

http://www.examsportalhub.com/2016/09/
smart-cities-awas-yojana.html

http://www.iiconsortium.org/pdf/IIC_PUB_G5_V1.0_PB_20170228.pdf

데이터의 중요성 vs 생산 환경

1. 데이터 경제

●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
-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재권에 견줄 만한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
- 주요국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표방,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은 물론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사활
* 정부 정책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증거기반 환경에서 통계의 신뢰성은 중요

● 통계 생산 환경 변화
-

조사 거부, 불응 등 응답률 저하 심각
가계동향조사 ‘07 17%에서 ‘14 22.5%, 인구총조사 ‘10 0.23%에서 ‘15 0.88%
행정자료(인구주택총조사), 신용카드데이터(물가지수) 활용 시도
네덜란드 통계청의 도로 센서 빅데이터 활용 교통통계, 이탈리아의 국가통계
청 자료와 이동통신 자료 혼합한 소지역 빈곤 추정치, 캐나다 통계청은 설문
조사 대신 위성사진자료를 농업 통계 입력값으로 사용. 호주통계국은 위성
표면 반사율 자료를 이용해 작물 유형을 분류하고 생산량을 추정(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7)
14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전략

2. 주요국 사례

정부혁신전략보고서(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 2017)

영국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정부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혁신

•

의사결정 시 데이터 활용 위한 정부의 데이터 사이언스/분석 능력 강화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증거기반정책수립 보고서(The Promise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2017)

• 정책결정을 뒷받침 하는 증거생성 능력 강화 포괄적 전략 제시
미국

• 국립데이터서비스청(National Secure Data Service, NSDS) 신설
연방통계 혁신 보고서(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2017)

미래투자전략 2018-Society 5.0 데이터추동 사회로의 혁신
•
•
일본

"데이터 패권주의＂로 경제사회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 우려
정부 보유 데이터를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과 뉴비즈니스 창출 촉진

통계개혁추진회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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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 주요국 사례

●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 인프라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 마련
- 통계 작성 목적의 민간 자료 이용 요구 조항
- 연구 목적의 자료 공유, 정부/공공 기관 정보 공개, 통계 작성을 위한 정보 공
유 조항이 포함
* 법 제정 이전에는 자료 공유 필요 시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을 매번 개정
School census, National student
database

Department for Education

24
개월

Student demographic information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22

Pupil level school census for Wales Welsh Government

18

VAT Information

HM Revenue and Customs

20

Customer Information System data

HM Revenue and Customs, Dept
for Work and Pensions

23

UKSA(2016). Delivering better statistics for better decisions, Why we need new legislation for better access t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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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 주요국 사례

●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
- 정부 혁신 전략의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정부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혁신
* 정책 과정에 시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적절한 기술 개발과 문화 조성
* 공무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 위해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 개선
* 투명성 확보와 정부와 민간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활용 강화
* 공유플랫폼을 활용,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데이터 활용 전략
* API를 활용, 정부 데이터의 대내외 공개
*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조직 간의 장벽 제거
*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 내 Chief Data Officer 임명
* 범정부 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Data Advisory Board) 신설
* 의사결정 시 데이터 활용 위한 정부의 데이터 사이언스/분석 능력 강화
* 데이터 공유의 윤리 준수 위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
※ 영국은 2016년 UN 전자정부 조사에서 1위(호주 2위, 한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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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주요국 사례

U.S. Chief Statistician

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2017). “The Promise of Evidence- Based Policymaking.”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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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주요국 사례

● 연방통계 혁신(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2017
- 연방통계 생산 위한 표본 조사는 비용 상승, 응답률 하락으로 위기
- 연방기관 보유 행정 기록(administrative records) 활용 필요
* 행정기록 활용 위한 품질과 유용성 진단 필요
* 기관간의 공유 금지 등 법적, 행정적 규제 개선 필요
*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 필요
- 빅데이터 환경에서 민간 자료를 활용한 연방통계 작성 필요
* 개인 식별 가능성, 목적 외 이용 등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수익성 해결 중요
자료 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민관 파트너쉽

•
•
•
•

기업 내부 자료를 이용한 통계를 작성 후 정부와 공유
기업이 자료를 제공하여 통계 당국이 작성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제공
통계기관의 자료 처리 기능을 민간 기업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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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주요국 사례

● 증거기반 정책수립(The Promise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2017
-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행정 자료의 활용 가능 판단
-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생성 능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제시
- 국립데이터서비스청(National Secure Data Service, NSDS) 신설
* 통계 목적의 여러 기관 보유 자료의 획득, 결합 업무를 담당
* 자료보관소(data warehouse) 역할 지양 명시
-

일반 공개가 예정된 비식별화 기밀자료 대상 종합적 위험평가 실시
정책 결정에 활용될 기밀자료에 최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적용
정부 부처 내 고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
정부 의사결정의 기준인 연방통계의 무결성 및 객관성 유지 정책 성문화
범정부적 증거구축 활동 조정 위한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부처간 조정 기능
활성화와 조직 개편
- 행정 절차를 증거구축 활동에 부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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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 주요국 사례

● 신산업구조비전(경제산업성, 2016)

자료: 사공목(2017),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KIET). 원 출처는 일본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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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 주요국 사례

●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2017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 새로운 사업을 창
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
* 온라인 행정절차의 원칙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오픈데이터화
*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시스템 규격 정비와 호환성 확보
* 디지털 격차 대책 수립

● 통계개혁추진회의최종종합, 2017
- 증거기반정책의 정착, 국민의 요구에 대응 등의 관점에서 과감한 통계개혁
과 통계시스템의 정비를 추진
* 경제통계 개선, 이용자 관점의 통계시스템 재구축 및 활용 촉진
* 보고자 부담 경감 및 통계 업무·행정 체제의 재검토·업무의 효율화
- 통계 업무효율화를 위해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실시
- 통계 개혁 위한 인재확보와 교육 지침 제정, 추진
- 중앙 정부와 지방 통계기구의 업무 조정을 통한 체제 정비
- 통계위원회의 기능 강화
22

일본

2. 주요국 사례

● 미래투자전략2018(Society 5.0 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 2018
- 4차 산업혁명으로 생활과 산업, 경제활동, 행정인프라, 지역‧커뮤니티‧중소
기업, 인재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Society 5.0) 예견
- 행정서비스도 출발부터 완료까지 디지털화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
- 정부 보유 데이터를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과 뉴비즈니스 창출 촉진
Society 5.0 실현을 위한 행정 분야의 플래그쉽 프로젝트
• 디지털정부의 추진: ‘디지털 first법’ 국회 제출
행정서류 간소화, 날인/대면형 본인인증제도 개선, 지불수수료 온라인화,
API 정비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교통 데이터, 외국인의 내국 소비 데이터,
방재 데이터 조기 개방
• 차세대 인프라‧메인터넌스‧시스템 구축:
인프라와 연계된 모든 데이터를 집약, 공유하는 ‘인프라‧데이터플랫폼’ 구축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 데이터를 클라우드화
23

중국

2. 주요국 사례

● 제조(制造) 2025, Made in China 2025
-

공업은 인류발전의 날개, 공업혁명은 가장 위대한 인류발전 현상
정보화, 지능화는 공업발전의 논리적 필연성
중국의 꿈(소강사회의 전면 건설)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추진방향
중국의 미래는 新四化(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시 발전

● 슈퍼 스마트 시티 보고서(Deloitte, 2018)
- 전 세계에 건설된 스마트시티는 1,000여 개 중 중국이 500여 개

● 항저우(杭州)시
- 도시 데이터 빅브레인: 교통 데이터 기반 신호등 조정, 교통 흐름 15% 향상
- 빅데이터 버스: 앱으로 출발지와 종착지 선택하면 맞춤형 운행 노선 결정
- 2017년 8월 18일 세계 최초의 온라인 법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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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전략

3. 국가 전략

국가 차원의 데이터전략 수립
통계청의 독립성과 조정 기능 강화
행정데이터와 통계생산의 유기적 연계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 거버넌스 조화
소비자 행동 빅데이터 공유와 활용
지방분권 시대 준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위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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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데이터전략 수립

3. 국가 전략

●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 혁신 전략
- 데이터 생애주기(생산, 공유, 활용)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재정립
-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업무 재설계

●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 전문화 전략
- 미국: 백악관의 통계수석 외에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
- 영국: 최고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 신설
- 정보화 시대 정보통신부, 데이터 시대는 ???부
한국 통계법

제7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
*

초중등 교육 과정 개편(컴퓨팅과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 정책 마련
기업의 데이터 분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영국의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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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독립성과 조정 기능 강화
국가

통계 생산 체제

3. 국가 전략

통계 조정 기구

영국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통
통계청과 주요 부처가 국가 통
계위원회가 통계청 감독, 통계
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조정 기능 담당

미국

재무부(센서스국), 노동부(노
동통계국) 등 주요 부처가 국
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통계 수
석이 통계조정 기능 담당

일본

총무성 통계국과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행정 관리를 총괄하는 총무성이
통계 조정 기능 담당

한국

기재부 통계청과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장관)가 통계 조정 기능 담당
통계청이 통계 조정 실무 담당

출처: 정용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KISDI Premium Report 18-05,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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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데이터와 통계생산의 유기적 연계

3. 국가 전략

● 데이터 공유와 연계 위한 규제 개혁
- 행정 부처 간 자료 공유 활성화 위한 법과 행정 규제 개혁
- 중앙정부/지자체의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 행정자료 대체를 전제로 한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개혁
* 영국 디지털경제법(2017): 부처간 통계 작성 목적의 정보공유 조항 신설

● 통계 생산 관점의 행정 업무 재설계
- 행정 업무 과정에서 필요 통계가 자연스럽게 생성, 축적될 수 있도록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시행
- 응답자 부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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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3.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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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3. 국가 전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
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
30
하는 자료

출생신고서

3. 국가 전략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등록 기준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 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⑩란: 직업: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말하며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사업장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⑫란:․모의 총 출산아수: 신고서상의 본 아이까지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하
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31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 거버넌스 조화
구분

행안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
회(위원장 행안부장관 지명)

법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한 법률안(’17. 12. 제출)

- 데이터제공 요청(제11조)
-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제15조)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제20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인프라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발표(‘18. 1)

3. 국가 전략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기재부장관)

통계법
-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제18조)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12조2)
통계책임관 지정 및 운영(제6조)

국가통계포털(kosis.kr) 운영
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 개소
(’18. 6), 대전, 서울 개소 예정
(’19)

출처: 정용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KISDI Premium Report 18-05,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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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 빅데이터 공유와 활용

3. 국가 전략

● 민간의 데이터 파워가 강화

정용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KISDI Premium Report 18-05,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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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 빅데이터 공유와 활용

3. 국가 전략

● 민간과 공공 간의 데이터 격차 해소
- 교통, 통신, 금융 등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민간 데이터를
공공재 관점에서 국가통계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필요
- 민간 데이터와 정부데이터를 포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
* 영국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 통계 작성 목적의 민간 자
료 이용 요구 조항 신설

● 민간 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형, 선제형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해 공공 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고객 행동 데이터에 기초한 추천 시스템, 고객 평가 시스템 등이 알고리즘
편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검증 등 투명성 확보 필요

●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제고
- 민간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품질 인증 제도 도
입 필요
34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3. 국가 전략

● 중앙정부 통계와 지방정부 통계 연계 생산
- 지방 분권 시대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통계 생산 연계 체계 설계
-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표본 규모 연차적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통계 인프라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지역 청년은 일자리뿐 아니라 통계도 부족”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
•
•
•

매월, 전국 3만 5천 가구, 광역시도 단위
1988. 7. 표본 확대(17,500→32,500)로 시·도별 자료 생산
2015. 5. 경기와 제주 조사 확대(32,000 → 33,000가구)
2018. 2. 세종시 추가, 강원과 전북 조사 확대(35,000가구)
- 청년층(15-34) 부가조사 매년 5월

• 연 2회(4월, 10월) 전국 201,000가구, 시군구 단위
• 2010. 12. 연간조사에서 분기조사로 변경 승인
• 2013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참고: 최원옥, 황준석(2018).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일자리상황판이 필요하다, 통계의 창 2018 Summer Vol. 21. 통계교육원.

방송매체이용 • 연 1회, 4300가구, 대구/경북 464가구, 강원도 143가구
• 2018, 2019 예산 삭감(5%, 12%), 표본 축소 권고
행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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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3. 국가 전략

●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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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위한 R&D

3. 국가 전략

●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 조화 위한 기술 적용 사례
• 전자신분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포인트카드,
책 대출 기록. 의료 데이터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에스토니아
• 전자투표: 2005년 세계 최초 지방선거 전자투표 도입
네덜란드

• 블록체인 기반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 종이서류 폐지
• 보조금 지급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두바이

• 블록체인 정부문서: 2020년 문서 없는 행정
• 블록체인 의료정보시스템: 진료 기록, 처방전, 환자의 병력 등
을 블록체인에 저장, 의료정보 공유

●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 스마트시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융합하는 테스트베드
- 기업의 이익과 공익을 함께 구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의 기회로 활용
- 데이터 제공 주체와 활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개발 시급
- 데이터 중립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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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3. 국가 전략

로 봇

$

데이터 기반
문화 정착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합리적 정책
수립

행정 비용
절감

국민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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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미래

3. 국가 전략

● 데이터 슈퍼파워의 과거와 미래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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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찬, 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데이터사이언스 그룹장. ycjung@kisdi.re.kr
 저서 : 생각이 크는 인문학 15. 빅데이터(2018), 빅데이터(2013), 시청률조사(2013),
미디어산업통계(2013), 미디어소비통계(2013),
융합과 통섭(2012, 공저), 미디어통계의 이해(2008), 통계로 본 대한민국(2007) 등
 연구보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KISDI Premium Report 18-05, 2018.
8. 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KISDI Premium Report 17-04, 2017. 6. 14),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한 ICT총계 생산체계 혁신방안연구(KISDI, 2017), 빅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브로커(2015, KISDI Premium Report), 통신산업의 빅데이터생태계 촉진 전략(2015), ICT통계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2015), 빅데이터산업 촉진전략연구(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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