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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에서 생산되는 수많
은 데이터 기반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의 원
천이 석유·석탄과 같이 땅에서 채굴하는 자원들이었다면, 4차 산업혁
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원은 사람과 IoT 장비에서 생성
되는 데이터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모바일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 수많은 IoT 장비에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기록되고 있고 이를
저장하는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
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들이 발전하고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
를 발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새
로운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하여 '데이터·AI 경
제 활성화 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선진국
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며, 인공지능을 기반으
로 한 혁신 서비스 발굴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해
당 계획안에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데이터·AI 경제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해외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를 통해 교통부문에서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
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부문의 이용가능 데이터와 연계 현황

을 진단하고 사회 각 부분에서 교통 데이터의 취득과 활용 현황을 분
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통부문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현재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공공
부문의 중요 자료 공개에 한정하고 있으나, 공공 또한 민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부문 융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
다. 그리고 교통부문 여러 공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된 형식으로만 제공하고 있
어 공급자 위주의 데이터만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생산자들이 유통과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
려는 경향이 강하여, 오히려 데이터 유통이 분절적이며 단절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 기관과 데이터 제공기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품질인증과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돌
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거버넌스라고 진단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
가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널리 활용되어 향후 교통부문의 빅데이
터 센터와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는 토
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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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자료 기
반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2차와 3차 산업혁
명은 석유·석탄과 같은 자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인력 그리고 자본이
결합된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원은 바로
데이터이다. 차량 내비게이션, 모바일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 수많은 IoT
장비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동과 활동들이 기록되고 있고 이를 저장하는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데이터 자체의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과 유통
사업들이 등장하여 데이터의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 단계가 하나로 결합된
데이터 생태계가 출현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고 있으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또
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데
이터 경제의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 자체가 타 부분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
는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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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로, 인공지능 모형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각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할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한 새로운 가
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교통카드 이용 승
하차 정보, 자동차 운행 기록 정보, 자동차 등록 정보 등에 대한 개방 시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와 실국별 데이터 제공 및 공개에 대한 판단 기준의
부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 관리 기관별 권한 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조차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 자체
회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내부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한정적으로만 사용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추세와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현황을 검토하고,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 생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우선
원천 데이터가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유통-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가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기적으로 결합된 가치 체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기 위한 정책 제언 및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혁신적인 서비스 모형이 개
발 가능한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빅데이터 기반 교통 분석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가치창출을 통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 모델 사례 및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략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한
후, 교통부문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의 이용 가능 데이터 현황 및 연계 현황
등 데이터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를 정의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의 제공 가능 교통서비스를 파악한
후, 교통 데이터의 제공 가능 서비스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후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융합 사례 및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교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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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등 데이터 융합을 통한 정책 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 기반의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European Public Sector Information Platform, 2013; 유
경상 외, 2016; 유정복 외, 2017; 채찬들 외, 2016; 한상진 외, 2018; 황명화
외, 2018)은 교통부문의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고
자 하는 플랫폼에 대한 연구들인 반면, 본 연구는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와 서비스 생태계를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
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
별성을 가지며,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공정책 서비스와 데이터·AI 기반의 모빌
리티 교통서비스의 사례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는 구분된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데이터 경제 및 정책
1) 데이터 경제의 및 생태계
데이터 경제 개념이 처음 등장한 Gartner 보고서1)에서는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의 경제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 우위를 주도하는
한 부분임을 의미하며, 선도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의 단계를 이해하고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정보 고립을 극복”2)하여, “향후 미래는 응용 프로그램, SW,
HW의 경제가 아닌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 파생되는
경제가 경쟁 우위를 이끌어가는 시대”3)를 데이터 경제의 시대로 제시하였다.
EC의 2014년 보고서(European Commission, 2014)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데이터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생태

1) Newman, D.(2011),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08.30.),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p.10에서
재인용
3)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주간기술동향』, 1904호, p.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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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고, 양질의 신뢰성을 가지며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와 이를 제공할 인
프라,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된 새
로운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4) MIT의 「The Rise of
Data Capital」 보고서(MIT, 2016)에서는 데이터 자체는 이제 새로운 디지
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가진다고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자본은 세계 경제에서 부가가치의 많
은 원천이 되고 있으므로 이제 데이터 자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 IBM의 「The Rise of the Data Economy」에서는 데이터
는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으며 데이터 경제가 등장함에
따라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상승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 기업들의 공급
과 유통 체계는 복잡한 그물망 형태의 생태계로 전환될 것이고, 각 기업들의
생산 전략은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고 각 기업들은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하여 더욱 개방적인 정보와 아이디어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하
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6)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
서(2018)는 데이터 경제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다양한 논

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의 효과를 고려하여 이전의 개념보다는 포괄적인 의
미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경제를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타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
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하였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란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4) European Commission(2014), Communication on data-driven economy, pp. 5-6.
5) MIT(2016), The Rise of Data Capital, pp. 2-4.
6) Opher, A. et al.(2016),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Driving Value through Internet of
Things Data Monetization, IBM, pp. 1-5.
7)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IT&Future Strategy, 2018-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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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조업체, 연구자 및 인프라 제공 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생태계(ecosystem)이다.8)

IDC(2017) 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 시장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
적, 유발적(induced)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
리, 배포, 분석, 제공 및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정
의하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의 데이터 유통 현황에 대한 진단과
데이터 자체 서비스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만,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
넌스 생태계만을 한정해서 연구하였다.

2) 국내외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략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전략은 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2010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가 빅데
이터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생산·유통·가공 관련 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건의
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연방정부의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과학기술 연구
개발

프로그램(NITRD,

Federal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의 빅데이터 관계 부처간 실무그룹(BDIWG, Big Data
Interagency Working Group)에서 수립한 7개 R&D 전략 및 18개 세부과
제로 구성된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The Federal Big Data R&D
Strategic Plan)’으로 이어지고 있다.10) EU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은
2014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 데이터 산업이 협력
하여 데이터 부문을 강화하고 유럽을 세계 데이터 경쟁에서 선두로 나서기
위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수립하고

8) European Commission(2017),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COM(2017) 9 final), p. 2.
9) IDC(2017a), Data Age 2025: The Evolution of Data to Life-Critical, p. 123.
10)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2017 데이터산업 백서』, p. 299.

xvi

이에 2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주요 정책 목표는 유럽 


데이터 공급 업체들이 세계 데이터 시장의 최대 30%를 점유하고, 2020년까
지 유럽에서 100,000개의 새로운 데이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보다 10% 적은 에너지 소비 환경, 개선된 보건의료체제 분야
달성 및 보다 효율적인 산업 기계 개발이다.11)
국내에서는 2019년 1월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상정하는 '데이
터·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선진국
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 발굴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해당 계획안에서 데이
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데이터·AI 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나.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의 현황 및 진단
1) 교통부문의 이용가능 데이터의 현황 및 연계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 주요 데이터를 교통부문 공급에 해당하는 ‘교통기
반정보’와 수요에 해당하는 ‘운행/이동정보’ 및 도로공사 및 사고 등의 ‘교통
안전정보’로 그룹화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로망, 철도망, 대중교통망 등
교통기반정보와 대중교통수단 위치정보, 교통카드 사용 실적 정보 및 교통량,
속도정보 등이 이용 가능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내비게이션 속도, 차량별 이동
경로 자료와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 및 궤적정보,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 즉 기반정보는 주로 공공(또는 공공단체)에서 수집·관리
하고 있으나, 내비게이션 및 대중교통 매표정보 등의 경우 각 시스템 운영사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교통 데이터의 취득 및 연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과 민간의

11) European Commission(2014), European Commission and data industry launch €2.5 billion
partnership to master big dat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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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에 있
어서는 제한적 공개가 되고 있으며, 민간데이터의 공공 제공의 경우 자료구매
형식으로 품질관리기준과 표준화된 가격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데이
터 경제에서 현재 공공의 역할을 공공부분의 중요 자료 공개에 한정되어 있으
나, 공공 또한 민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부문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그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교통관련 데이터별 시스템 연계현황 및 제공현황

2) 교통부문의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 모빌리티 서비스를 ‘데이터 경제기반 교통 모빌리
티 서비스’와 ‘데이터 경제기반 교통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우선 데이터 경제기반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에 있어, 국내 공공부문의 모
빌리티 서비스는 각 기관별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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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대중교통)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연계 및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부분이다(교통정보 제
공서비스, 택시호출 및 주차장 서비스, 승차공유 서비스, 교통정책지원서비스
(올빼미 노선 선정), 스마트 통합물류 서비스 등). 국외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각각 수집한 데이터를 민간영역에 연계 및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자
체적으로 신규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제공하며, 또한 이러한 신
모빌리티 서비스는 교통정책 의사결정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
서도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경제 기반 교통 플랫폼에 있어 국내 공공부문은 교통서비
스와 같이 대부분 승용차 및 대중교통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연
계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인데 반해 민간영역의 교통 플랫폼은 공공부문에서
수집한 교통 데이터를 재가공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교통 관련 데이터를 제
공하는 플랫폼으로, 개별 플랫폼은 독자적 목적으로 구축되어 자료의 융합과
연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승용차, 대중교통 교통정보가
각각 구분되어 제시되는 반면 민간부문은 승용차/대중교통 교통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교통 관련 타 정보 또한 함께 제공한다. 국외의 교통 플랫폼도 국내
와 유사하나 국내의 경우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
에 주목적이라면 국외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재가공 등을 통한
지표, 모니터링, 교통정책지원서비스,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
스 창출, 시각화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차이가 존재한다.

3)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의 한계
현재 교통부문 빅데이터 공유 환경의 실태에 대한 검토 결과 각 기관은 연
구와 수집의 목적으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타 기
관과의 연계 및 융합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일 필요한 상황이며, 기관별
로 데이터를 독점하여 기관이 주관으로 하는 연구에만 한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데이터 이기주의 또한 팽배하여 타 기관과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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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각 기관은 자기들이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가
공, 분석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과 제시까지 혼자만의 성과물로만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측면이 있다.
국내 데이터 수집 및 취득, 데이터 분석, 데이터 유통 등 데이터 공유 플랫
폼 진단 결과 집계 및 통계 중심의 데이터만 개방되고 있고 각 기관별로 데이
터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부가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데
이터 표준화에 대한 노력의 부족으로 이종 데이터 간 연계에 많은 노력이 들
어가고 있다. 또한 데이터 취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등 수집-가공
-유통 단계마다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도 진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며, 개인정보보호
법에서는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등 규제가 중첩되는 문제가
빈번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에 진
출하기 쉽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 권한에 따라 “개방형
데이터, 공유형 데이터, 폐쇄형 데이터” 등 세 가지로 분류12)하고, 각각의 데
이터 형태와 사용권한에 따라 차등화한 사용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과거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영향평가 등을 추
가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이동권 등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
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수집자에서

12) ALERC(2016), An Introduction to Open, Shared and Closed Data,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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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용자까지 원활히 유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순환구조의 물리
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재에는 공공과 민간의 기관 간 이기주의와 데
이터의 독점현상에 의해 데이터들의 이동이 원활치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한, 기 개발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된 형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공급자 위주의 데이터만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 즉 교통부문 데이터 경
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선순환구조의 물리적 체계가 구축 필요하다.
선순환 구조의 유통체계는 크게 데이터 생성자, 수집자, 가공자, 제공자,
이용자로 나눠질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을 비식별화한 후 최대한
원시 데이터의 형태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만나는 주체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되어야 하고, 모든 주체는 경제적 측면에
서 이윤이 발생되어야만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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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자료 기
반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2차와 3차 산업
혁명은 핵심이 석유·석탄과 같은 자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인력 그리
고 자본이 결합된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원은 바로 데이터이다. 차량 내비게이션, 모바일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
수많은 IoT 장비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동과 활동들이 기록되고 있고 이를 저장
하는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데이터 자체의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DC(2017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량(global datasphere)은 2016년도
에만 16.1ZB1)가 생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163ZB가 생산
되어 2016년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1/4 이상의 데이터는 사실상 실시간이 될 것이
며 실시간 IoT 데이터는 이 중 9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2) 데

1) 1ZB = 1,000PB = 1,000,000TB = 1,000,000,000GB
2) IDC(2017a), Data Age 2025: The Evolution of Data to Life-Critical,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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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인터넷 등 다
양한 서비스들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IDC(2017b)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영역에서 거의 20%의 데
이터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이며, 그 중 10 %는 매우 중요한
(hypercritical)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Cisco.com, “Securing the Internet of Things: A Proposed Framework”, https://tools.cisco.co
m/security/center/resources/secure_iot_proposed_framework(2019.11.17.)

<그림 1-1> 전 세계 인구 대비 IoT 장비 전망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유통 사업들이
등장하여 데이터의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 단계가 하나로 결합된 데이터 생태
계가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
고 있으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IDC(2017b)는 데이터 경제를 “누구나 데이터에 접
근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생산자, 연구자 및 인프라 제공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시장 구성원이 협력하는 생태계(ecosystem)라는 특징”
을 가진 경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의 구성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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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통 혼잡관리, 물류 시스템 최적화, 원격 의료, 교통, 바이오, 금융, 제조,
행정, 통신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
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타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3)를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터 경
제의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 자체가 타 부분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
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DC(2017b)에 따르면 EU에서 데이터 경제의 전체 가치는 2013년 2,470
억 유로에서 2015년 2,856억 유로로, 2016년에는 약 3,000억 유로에 달해
2015-2016년 동안 연평균 약 5.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데이
터 경제 가치는 EU GDP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리고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정책 및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면 그 가치는 2025년까지 6,801
억 유로로 증가하여 전체 EU GDP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
고 있다.5) EU에서는 데이터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발전에 필수
적인 자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
하고 있다.6)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 공공 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과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융합 서비스이다.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는 개방이 원칙”이라는
영향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
책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OECD 정부백서

3)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IT&Future Strategy, 2018-7,
p. 4.
4) IDC(2017b), European Data Market study, p. 126.
5) Datalandscape(2019), “The European Data Market Monitoring Tool”, http://datalandscape.eu/
european-data-market-monitoring-tool-2018(2019.11.30.)
6) European Commission(2017),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COM(2017) 9 final)”,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building-european-data-economy(2
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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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는 1점 만점에 0.93점으로 OECD 회원
국 기준 1위를 차지했으며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
원(Government Support) 항목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7)

자료: OECD(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p. 41

<그림 1-2> OECD 2019년도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또한,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에서 발표하는

「오픈 데이터 바로미터(World Wide Web Foundation, 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72점으로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에 이어 5위
에 차지하고 있다.
7) OECD(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https://doi.org/10.1787/
8ccf5c3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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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Wide Web Foundation(2018), Open Data Barometer Leaders Edition, p. 9

<그림 1-3> OECD 2019년도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반면 『2019 정보화 통계집』(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에 의하면 2018년
기분 전체 조사 대상인 사업체 401만여 개 중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13%(약 50만여 개) 수준이다. 공공데이터 활용률이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42.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6.0%), 금융 및 보험업
(3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29.1%)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체(351만여 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3.9%가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는 우리나라는 많은 공공데이터들이 개방이 되고
있지만 쓸 만한 데이터에 대한 개방은 매우 적은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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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살펴본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평가
에서 한국의 전체적인 평가는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품질 척도
중 하나인 이행력(implementation)에 대한 순위는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전체 순위에서 뒤에 있던 미국, 뉴질랜드, 독일, 일본 등에 이어 10위를 차지
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공
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정보, 자동차 운행 기록 정보, 자동
차 등록 정보 등에 대한 개방 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와 실국별 데이터
제공 및 공개에 대한 판단 기준의 부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 관리
기관별 권한 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조차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외부기관에서는 필요한 데이터의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
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활용 가능 자료가 한정적인 상황이다. 데이터의 구
축·유통·활용 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않고 폐쇄적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또한 진행되지 않아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의 경우 자체 회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내부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한정적으로만 사용
중이다. 내비게이션 기반의 속도, 교통량 자료, 모바일 기반의 유동인구 자료
등 교통부문의 기초자료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
고 있으며, 배포하는 자료 또한 마스킹 등을 통해 가공된 자료가 배포되어 실
제 분석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유통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

8) 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정보화 통계집』, pp. 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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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개
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융합되
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오픈 데이터 포맷 비중을 확대하
고 데이터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양질의 데이
터가 개방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어, 이러한 서비스
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현황을 검토하고 데이터 경제 기
반의 새로운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 생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천 데이터를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유통-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가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기적으로 결합된 가
치 체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제언 및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혁신적인
서비스 모형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데이터 경
제 서비스 검토 및 해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서비스 전
략(단기/중·장기)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빅데이터 기반 교통 분석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가치창출을 통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 모델 사례를 제시하고,
서비스 활성화 전략 및 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자료의 유통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통 부문 서비스의 개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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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 경제 중 데이터 유통
과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데
이터 경제의 바탕인 데이터의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교통 데이터 경제 기반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

데이터 경제의 개념 : 국내외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략을 진단
하고 관련 법‧제도 검토

○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진단: 공공과 민간의 교통부문의 이용
가능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및 플랫폼을 검토하
고 현 교통부문의 제공 데이터 및 서비스 진단과 문제점 진단

○

데이터 기반의 교통서비스: 데이터 경제 기반의 제공 가능 교통 서비스
를 조사하고 교통 데이터 경제기반 단기, 중·장기적인 서비스 제시

○

데이터 융합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 제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융합을 통한 광역교통 진단 및 서비스 및 데이터 신(新)가치 발굴을 통한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사례분석

○

데이터 경제기반의 교통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
터 유통과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이다. 우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국내외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략들에 관한 자료는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하였
다. 또한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교통부문의 이용가
능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및 플랫폼을 조
사하여 현 교통부문의 제공 가능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교통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하여 데이터 경제 기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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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능 교통서비스를 조사하고,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기반 단기, 중·장기 서비
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공정책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의 민간부분 교통산업 서비스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유통과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한상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
략계획(ISP)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교통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빅데이터
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 유통하고자 하는 데이터 통합과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통분야의 빅데이터 유형별 자료구조를 파악하고
통합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활용 가능한 아키텍처 설계안을 제
시하였다. 황명화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행 가능한 빅데이
터 활용 방안 및 빅데이터 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의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동향을 수집하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 빅데이터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수요 분석을 통한 국토교통 분
야 빅데이터 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정복 외(2017)는
미래 교통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여 도로교통,
대중교통 등 교통운송서비스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해외 선진
국의 교통정책 분석하였고,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교통부문에서 공공의 역할을 전망하고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통운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와
서비스 생태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
고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공정책 서비스와 데이터 신가치 발굴을 통한 모빌리티 교통서비스의 사례
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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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보고서명 및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Understanding the Impact of releasing
and re-using open government data』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생성, 가공, 유통을 통하
(Granickas, 2013)
여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치 및 서비스를 창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다 출함
1
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정보에 대해 사용자들의
앱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통해 공공 접근성을 향상시켜 개개인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
데이터 개방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증진하
는 방안 제시
․국내외에서도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방향』(유
정책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계속 시도
경상 외, 2017)
․조사된 빅데이터 원자료 현황을 바탕으로 기존 빅
2
․빅데이터 활용성을 증진시키고 민간의 다
데이터 활용 정책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 관련 정
양한 자료를 통한 교통정책 및 서비스 발굴
책과 서비스 제시

주
요
선
행
연
구

․『신기술 기반의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
안』(유정복 외, 2017)
3 ․미래 교통운송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예측
을 통해 도로교통, 대중교통 등 교통운송서
비스 분야의 정책 방향 정립

․해외 선진국의 교통정책 고찰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및 정책 변화 과정 분석
․미래 교통부문 공공부문 역할 전망
․신기술 기반 교통운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방향 설정

․『교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연
구』(채찬들 외, 2016)
4 ․미래 교통운송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예측
을 통해 도로교통, 대중교통 등 교통운송서
비스 분야의 정책 방향 정립

․국내외 교통 빅데이터 생산 및 활용 현황 분석
․교통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 대한 문제점 제시
․공공부문 교통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교통 빅데이터 융합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교통 빅데이터 국가전략 연구(1)-교통빅 ․고도화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활용』(한상진 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별 상세 절차 수립
2018)
제시
5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유형 및 자료구조 파악 및
전략계획과 교통분야의 빅데이터 유형 정 통합교통정보 DB 구축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아
키텍처 설계 방안 제시
리 및 데이터 통합 방안 제시
․『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관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국토교통 빅데이터 정책 현황 및 미래 수요 분석
리 방안 연구』(황명화 외, 2018)
6
․국토교통부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관리 체 ․국토교통 빅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방향
계 정립 및 운영기반 마련
제시와 전략 제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개
선방안 제시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생성, 유통, 소멸의 생애주
본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 진단
교통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연구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전
략 수립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정책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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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데이터 경제의 개념
1. 데이터 경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에 진단과 새로
운 서비스 개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원유와 같은 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
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여 이를 유통하는 등 데이터 자체를
강조하는 의미와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 개념이 처음 등장한 Gartner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의 경제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 우위를 주도하는
한 부분임을 의미하며, 선도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의 단계를 이해하고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정보 고립을 극복”9)하여, “향후 미래는 응용 프로그램, SW,
HW의 경제가 아닌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 파생되는

9) Newman, D.(2011),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08.30.),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p.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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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경쟁 우위를 이끌어가는 시대”10)를 데이터 경제의 시대로 제시하였
다. EC의 2014년 보고서(European Commission, 2014)에서는 데이터 경
제를 데이터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이며, 양질의 신뢰성을 가지고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와 이를 제공할
인프라,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체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된
새로운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11) MIT의 「The Rise of
Data Capital」 보고서(MIT, 2016)에서는 데이터 자체는 이제 새로운 디지
털 상품과 서비스 제공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
를 가진다고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자본은 세계 경제에서 부가가치의 많은 원
천이 되고 있으므로 이제 데이터 자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12) IBM의 「The Rise of the Data Economy」에서는 데이터는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으며 데이터 경제가 등장함에 따라 고
객들의 기대 수준이 상승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 기업들의 공급과 유통
체계는 복잡한 그물망 형태의 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며, 각 기업들의 생산 전
략은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고 각 기업들은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
하여 더욱 개방적인 정보와 아이디어 흐름을 만들어 낸 후 이를 통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13)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
(2018)는 데이터 경제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의 효과를 고려하여 이전의 개념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경제를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타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
스를 창출하는 경제”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14)
10)
11)
12)
13)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주간기술동향』, 1904호, p.16에서 재인용
European Commission(2014), Communication on data-driven economy, pp. 5-6
MIT(2016), The Rise of Data Capital, pp. 2-4(2019.11.30.)
Opher, A. et al.(2016),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Driving Value through Internet of
Things Data Monetization, IBM, pp. 1-5
14)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IT&Future Strategy, 2018-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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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보고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의미의 데이터
경제의 개념에서 중요한 키워드만을 추출하여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의미를
“지향 목표, 주요 영향, 생산 요소, 참여 주체”로 구분하였다.

<표 2-1> 데이터 경제의 주요 키워드
키워드

주요 내용

지향 목표

- 혁신, 신경제·산업 육성, 경제·사회에 이익, 가치 창출, 수익 창출

주요 영향

- 데이터를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조직 효율성 향상, 새롭고 혁신적 제
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창조, 이종 서비스 간 협력 및 합병, 비용 절
감,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생산 요소

- 데이터 수집·생성, 저장·관리, 가공·유통, 분석·활용

참여 주체

- 정부·기업·개인
(※ 각 주체는 데이터 보유자, 중개자, 사용자로 분류 가능)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p.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데이터 자체의 생산·수집과 저장·관
리, 가공·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영역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여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간접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데이터가
누구나 이용하게 쉽도록 공유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
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데이터 경제 생태계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란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조업체, 연구자 및 인프라 제공 업체 등과
같이 공유 및 협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참여자로 이루어진 생태계
(ecosystem)를 의미한다.15) IDC(2017) 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 시장이 경제
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유발적(induced) 영향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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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배포, 분석, 제공 및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정의하고 있다.16) IBM에서 발표한 Opher et
al.(2016)의 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 경제 생태계의 구성원은 각각 담당하는
고유의 역할에 따라 “데이터 표현자(Data Presenters), 통찰력 제공자(Insight
Providers), 플랫폼 소유자(Platform Owners), 데이터 수집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Data

Aggregators

/Data

Custodians),

데이터

생산자(Data

Producers)”로 구분하고 있다.17)
또한 한국교통연구원(2019)은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거버넌스, 데이터 유
통, 서비스, 인력양성 생태계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거버넌스 생
태계는 빅데이터 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가능하도
록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정하는 정책
적인 요소이고, 데이터 유통 생태계는 데이터의 가공 및 연계뿐만 아니라 유
통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흐름이 분절적이지 않
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 요소이며, 서
비스 생태계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한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
한 환경을 조성하는 요소이고, 인력양성 생태계는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생산
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제공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즉,
데이터 경제 생태계는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양질의 데이터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전문가를 길러내는 환경을 의미
한다.18)

15) European Commission(2017),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COM(2017) 9 final), p. 2.
16) IDC(2017a), Data Age 2025: The Evolution of Data to Life-Critical, p. 123
17) Opher, A. et al.(2016),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Driving Value through Internet of
Things Data Monetization, IBM, p. 3
18)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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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분
구분

거버넌스 생태계

데이터 유통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인력양성 생태계

개념 및 역할
· 교통부문 빅데이터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있어 법·제도적 측면
부터 예산까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들에 대해 안건을 타진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
· 빅데이터 생태계의 안정적 지원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규제개선
으로 데이터 혁신 여건 조성
· 원천 데이터 연계에서부터 유통을 통한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
터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환경
-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를 위한 데이터 유통
- 정책 지표 생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데이터 유통
- 플랫폼-이용자 간 쌍방향 콘텐츠 유통
- 공공 및 민간 분야 수요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유통
· 균형적인 신·구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환경
· 공공·민간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이용자 맞춤
형 서비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환경
- 혁신성장 관련 공공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가공·분석 기술 기반 솔루션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관련 기술 일반 수요자(학생, 일반인, 스타트업 등), 기
술 전문가, 교육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신 성장 산업의 진입이 가
능토록 전문가를 육성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빅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인적자원 공급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p. 82-84 정리

3. 데이터 경제의 체계와 범위
데이터 경제의 체계는 시스템 내에서 각각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데이터
“표현자(Data Presenters), 통찰력 제공자(Insight Providers), 플랫폼 소유자
(Platform Owners), 데이터 수집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Data Aggregators
/Data Custodians), 데이터 생산자(Data Producers)”로 구분 가능하다.19)
데이터 표현자는 사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영역으로 사용자에게 데
이터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찰력 제공자는 데이터를 분석하
여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는 영역이고, 플랫폼 소유자는 분석 및 저장 그리고

19) Opher, A. et al.(2016),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Driving Value through Internet of
Things Data Monetization, IBM,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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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영역이며, 데이터 수집자는 다양한 장
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데이터 생산자는 실제 데
이터를 생산하는 영역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담당한다.20)

<표 2-3> 데이터 경제 체계
데이터 표현자
(Data Presenters)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조사와 발견

사용자 관여

(Investigation and Discovery)

(User Engagement)

통계적 &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통찰력 제공자
(Statistical &
(Insight Providers) computational methods)

플랫폼 소유자
(Platform Owners)

분석을 위한
개발환경
(Development
environment for
analytics)

알고리즘/로직/규칙
(Algorithms/ logic/rules)

의미 모형

분석 라이브러리

기계학습

(Semantic model)

(Analytics library)

(Machine Learning)

개발 환경

앱용 클라우드/호스트

(Development environment)

(Cloud/host for apps)

연계 API

장치발견

(APIs for connectivity)

(Device discovery)

데이터 수집자/
데이터 관리자 공용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다양한 장비를 통한 이종 데이터수집
(Data
(Data normalization for common
(Heterogeneous data collection from
Aggregators/
transmission)
disparate devices)
Data Custodians)
데이터 생산자
(Data Producers)

데이터 접근

데이터 통제

데이터 수집

(Data access)

(Data control)

(Data collection)

조력자(Enablers)

네트워크
(Network)

센서/칩
(Sensors/chips)

분석 엔진
(Analytics
engin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Hybrid cloud)

자료: Opher et al.(2016),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IBM, p. 3 편집

20) 위의 책,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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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2018)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의 범위는 직접적, 간접적
범위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 범위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산하여 이를 저
장·관리하고, 가공하여 유통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
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함한다. 데
이터 경제의 간접적 범위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신규 사업의 영역을 도출, 또는 업무의 효율성 증
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부가적인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p. 11

<그림 2-1> 데이터 경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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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망
1. 해외 데이터 경제 전망
해외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들은 각종 차량, 내비게이션, 모바일 등 다양한
IoT 장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견
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DC(2017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량(global
datasphere)은 2016년도 한 해에만 16.1ZB가 생성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한 해 동안에만 2016년 대비 10배 증가한 163ZB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DC(2017b)에 따르면 EU에서 데이터 경제의 전체 가치는 2013년
2,470억 유로에서 2015년 2,856억 유로로, 2016년에는 약 3,000억 유로에
달해 2015-2016년 동안 연평균 약 5.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데이터 경제 가치는 EU GDP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리고 데
이터 경제에 대한 정책 및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면 그 가치는 2025년까지
6,801억 유로로 증가하여 전체 EU GDP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히고 있다.

데이터 경제의 가치
GDP 대비 데이터 경제 가치(%)
자료: Datalandscape, http://datalandscape.eu/european-data-market-monitoring-tool-2018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2-2> EU 데이터 경제의 가치 및 GDP 대비 비율 전망

21) IDC(2017b), European Data Market study,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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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데이터 산업 분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
과 이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은 빅데이터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그 이상의 패
러다임의 변화”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는데, 빅데이터를 “단순히 대규모
데이터 자체로 인식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이해할 것이 아
니라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2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에
서는 데이터 산업을 크게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구축/컨설팅, 데이터 서비
스, 데이터 인프라”로 나누어 2018년도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2019년부
터 2024년까지의 예측치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데이터 솔루션 산업 부분은
“데이터 수집·DBMS·데이터 분석·데이터 관리·데이터 보안·데이터 플랫폼”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데이터 구축/컨설팅 산업 부분은 “데이터 구축·데이터
컨설팅 영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데이터 서비스 산업 부분은 “데이터 거
래·정보제공·데이터 분석 제공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데이터 인프라 산업
부분은 “데이터 기반 솔루션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
부분과 클라우드를 통해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23)

22)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빅데이터 시대: 에코시스템을 둘러싼 시장경쟁과 전략분석』, pp. 3-5
2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p. 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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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산업 분류
구분

비즈니스 정의 및 매출 발생 구조

데이터
솔루션

․DBMS, 데이터 수집, 데이터모델링, 데이터분석, 검색엔진, 데이터품질, 데이
터 통합, 데이터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하며, 주로 라이센스, 개발/커스터마이징, 유지보
수를 통해 매출이 발생

데이터
구축/
컨설팅

․DB시스템 구축, 기존 DB 정제 및 재구축을 위한 데이터이행, 데이터가공/구
축 등 데이터/DB 관련 SI 용역 및 컨설팅 비즈니스를 의미하며, 구축/개발,
유지 보수/운영관리, 컨설팅, 제품판매 등을 통해 매출 발생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DB를 원천데이터나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상태, 또는 수요 맞춤형
데이터/DB를 판매·중개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활용/분석해 온‧오프라인(모
바일, 앱 등 포함)으로 주제분야별 정보제공서비스나 분석정보제공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함
․데이터 이용료/수수료 등의 직접매출과 광고료 등의 간접매출로 수익이 발생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기반 솔루션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서버, 스토
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를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클라우드(IaaS, PaaS,
DaaS) 비즈니스를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데이터인프라 부문에서는 HW판매, 클라우드 구축비/이용료 등을 통한 매출
발생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 29

3. 국내 데이터 산업 현황 및 전망
2019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보고서인 『2018년도 데이터 산업 현황 조
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의 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는 15조 원을 넘
어섰으며 전년 14조 4천억 원 대비 5.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산
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2018
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4.3%를 기록하고 있다.24) 2018년 기준으로 전업 데이
터 산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데이터 서비스 부분(47.5%)
이고, 다음으로는 데이터 구축/컨설팅 부분이 40.9%,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
션 부분이 11.6%로 나타났다.25)
2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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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 62

<그림 2-3> 2010~2018년 데이터 산업 규모

데이터 솔루션 시장은 전년(2017년) 대비 6.7% 증가한 1조 8천억 원 규모
를 보이고 있고 데이터 구축/컨설팅 부분은 전년 대비 5.2% 6조 9천억 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데이터 서비스 부분은 전년 대비 5.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2018년 연평균 성장률은 데이터 솔루션 부분이 7.5%로 가장 가
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데이터 구축/컨설팅 부분과 데이터
서비스 부분이 3.9%로 동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6)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 63

<그림 2-4> 2010~2018년 데이터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

25) 상동, p. 62
2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b),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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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 64

<그림 2-5> 2018~2024년 데이터 산업 시장 전망

데이터 산업 시장은 2024년에는 2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8~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2018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인 5.6%를 크게
상회하는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데이터 시장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7)

4. 국내 데이터 경제 정책
정부는 2019년 1월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데이터·AI 경제 활
성화 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선진국과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차이를 고려하여 이를 육성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안은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데이터·AI 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설
정”28)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와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AI 융합 촉진” 내용을 담고 있다.29)

2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a), 『2018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p. 64
2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01.16.),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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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년도

정책

2011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 빅데이터 활용 추진단 신설
· 사회적‧기술적 주요 핵심기반 확보 방안 수립

2012

스마트 국가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방안, 빅데이터 기반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세부 과제 선정

빅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013

K-ICT
빅데이터센터 개소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2014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확대방안

2015

K-ICT 발전전략

201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민관 합동
빅데이터TF

추진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
· IoT,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기획 및 추진
· 창조경제 및 정부3.0 실현
·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지원체계 구축,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전략산업에 빅데이터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내에서 빅데이터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비식별 기준과 비식별 정보의 활용 범위
제시
·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빅데이터 사용 활성화 지원

2018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 데이터기반 산업 육성 추진, 데이터 생애주기 별
생태계 구성을 추진

2019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주: 박소영 외(2018), 「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 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p. 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6.2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1.16.)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
인 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11월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29) 상동, pp.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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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30)하였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
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담고 있다.31)

제3절 해외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략
1. 미국의 데이터 경제 정책
미국의 데이터 경제 정책은 오픈데이터 서비스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
육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DATA.GOV32) 서비
스로 대표되는 오픈데이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DATA.GOV
홈페이지에는 2019년 5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기후·소비·교육·에너지·재
정·의료·지방정부·제조업·해운·해양·공공안전·과학&연구 등 크게 14개 분
야에 걸쳐 249,085종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연구자와 개발자, 스타트업
들은 DATA.GOV 서비스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하며 데이터 시각화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도구
및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3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
8867915(2019.10.30.)
31) 상동
32) DATA.GOV, https://www.data.gov(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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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GV, https://www.data.gov/(2019.10.30.)

<그림 2-6> DATA.GOV 웹페이지

DATA.GOV로 대표되는 오픈데이터 정책 결과로 인해 미국은 국가별 오
픈데이터 지표(Open Data Barometer) 순위를 발표하는 2016년에 월드와
이드웹(WWW) 재단의 ‘제4차 오픈데이터 글로벌 보고서(ODB Global
Report Fourth Edition)’33)에서 총 115개 평가 대상 국가 중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오픈데이터 지표 중 오픈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정도인 준비성
(Readiness)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매우 높은 점수인 96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오픈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이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3) Open Data Barometer, http://www.opendatabarometer.org(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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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pen Data Barometer, The Open Data Barometer 2016, https://opendatabarometer.org/
4thedition/?_year=2016&indicator= ODB(2019.10.30.)

<그림 2-7> 제4차 오픈데이터 글로벌 보고서 중 국가별 순위

한국데이터진흥원의 『2017 데이터산업 백서』에 따르면 미국의 빅데이
터 주요 정책은 2010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가 빅데이터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생산·유통·가공 관련 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서 6개의 연방 정부기관이 참여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Big Data R&D Initiative)’을 발표하고, 2016년
연방정부의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NITRD,
Federal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의 빅데이터 관
계 부처간 실무그룹(BDIWG, Big Data Interagency Working Group)에서 수립
한 7개 R&D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
(The Federal Big Data R&D Strategic Plan)’으로 이어지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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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미국의 빅데이터 주요 정책
담당부처
(날짜)

정책
(또는 문서)

주요 내용

PCAST Designing a
· 빅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의 필요성 건의
(’10.12) Digital Future
· 6개의 연방 정부기관이 참여해 빅데이터 기술 개발 및 활용,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계획 발표
· 참여기관별 추진계획
-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과학 및 공학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대학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활용방안 연구
- 국방부(DoD): 군사 관련 빅데이터 프로젝트 연간 25,000만 달러 투입,
전투원 및 군 분석가의 전투 수행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

OSTP
(’12.3)

Big Data
R&D
Initiative

연구 주력
- 국립보건원(NIH): 신경과학 데이터 수집 접근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 1000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해독된 약 200TB 규모의 인체 유전자 데이터 공개
-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대용량 데이터에서 특정 정보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ADAMA 프로젝트 추진, 기계독해(Machine Reading)
프로그램 진행
- 미국지질조사원(USGS): 지구 시스템 과학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존 웰시
파월 분석 및 통합 센터’를 통해 지구과학의 혁신 도모
- 에너지부(DoE): 고등과학컴퓨터연구소 및 기초에너지과학사무소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 및 접근·보존·시각화·분석 관련 기술 개발

OSTP
(’13.11)

Data to
Knowledge
to Action

·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1년간의 작업 경과를 공유하고, 8개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
- Novartis, Pfizer, Eli Lilly and Company: 컨소시엄을 구성해 Lilly
임상실험 플랫폼의 API를 개선하고 임상실험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N&C: IBM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주민참여시스템(civic engagement) 개선
- ISCC: 금융시장 규제에서 정보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차원 공동체 개발
- SAP: 스탠포드, 독일 국립암센터와의 제휴를 통해 건강 증진 및 맞춤형
제약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Data&Society 연구소: 빅데이터의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차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 MIT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보스턴 시와 공동으로 보스턴 시내의 택시 수요를
예측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시각화해 이해하자는 취지로 빅데이터 챌린지
대회 개최
- PPFST: 백악관 주도로 OSTP, CDC, DoD와 함께 전염병 예측을 위한 계획 수립
- Splunk4Good: 시민들이 공공 의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eRegulation Insights 개발 및 제공

34)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2017 데이터산업 백서』,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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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D
(’16.5)

․빅데이터 R&D의 7가지 전략과 18가지 세부과제를 발표
(1) 미래 빅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기술 개발로 차세대 능력 함양
· 데이터의 크기, 전달·처리 속도, 복잡성에 보조를 맞춘 기술 개발
·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빅데이터 기술의 방법론 개발
(2) 데이터의 신뢰성 및 더 나은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R&D 지원
·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시켜 더 나은 결과 도출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 개발
(3) 빅데이터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인프라 구축 및 강화
· 국가 데이터 인프라 강화
· 빅데이터에 대한 응용과학 사이버 인프라 역량 강화
The Federal · 유연하고 다양한 인프라 자원 구축
(4) 데이터 공유 및 관리를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 향상
Big Data
· 데이터 투명성과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메타데이터의 모범사례 개발
R&D
· 데이터 자산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접근 제공
Strategic
(5) 개인정보보호, 보안 및 빅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의 윤리적 측면 이해
·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Plan
· 안전한 빅데이터 사이버공간 구축
·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윤리 이해
(6) 국가의 빅데이터 교육 및 훈련 환경 개선, 폭 넓은 인력 확충
· 데이터 과학자 양성
· 데이터 영역 전문가 커뮤니티 확장
·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인력 확충
·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개선
(7) 정부기관, 대학, 기업,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에 의한 빅데이터 혁신 생태계 지원
· 기관 간 빅데이터 협력 장려
· 빠른 대응과 영향력 측정이 가능한 정책과 정책추진 프레임워크 구축

자료: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2017 데이터산업 백서』, pp. 300-301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AI)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9월에 발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의 2020년 연방정부의 네트워크 및 정보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NITRD) 예산 요구(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
제로 인공지능을 선정하고 있다.35)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실질적인 요구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및 컴퓨팅 기술과 시스템, 데이터
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진단, 예측, 의사 결정 및 원격 제어에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고 개인 및

35)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2019), “The Networking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 Supplement to The President’s FY2020 Budget”,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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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며 항공, 육상, 해상 및 우주 운송 및 탐사를 진행
하여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공유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2. 유럽의 데이터 경제 정책
EU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은 2014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 데이터 산업이 협력하여 데이터 부문을 강화하고 유
럽을 세계 데이터 경쟁에서 선두로 나서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수립하고 이에 25억 유로를 투자하
데이터 공급 업체들이 세
기로 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주요 정책 목표는 유럽 
계 데이터 시장의 최대 30%를 점유하고, 2020년까지 유럽에서 100,000개의
새로운 데이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보다 10% 적
은 에너지 소비 환경, 개선된 보건의료체제 분야 달성 및 보다 효율적인 산업
기계 개발이다.36) 이를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ATOS, Nokia Solutions and
Networks, Orange, SAP, SIEMENS과 같은 IT 기업과 Fraunhofer, 독일
인공 지능 연구소(German Research Cent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가 회
원인 빅데이터 가치 협회(Big Data Value Association)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9 데이터산업 백서』에 따르면 EU는 2016년 데
이터 경제 기반구축(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정책 수립과 데이
터 경제 활성화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37)

36) European Commission(2014), European Commission and data industry launch €2.5 billion
partnership to master big data, p. 1
3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b), 『2019 데이터산업 백서』,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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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데이터 경제 정책
영국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바탕으로 유
럽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
다. 이에 대한 성과로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오픈
데이터 지표(Open Data Barometer) 순위에서 2013~2016년 연속으로 1
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표 2-7> 오픈데이터 지표 상위 10개 국가
순위

연도
1

2

3

2013

영국

미국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2014

영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호주

2015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호주

2016

영국

2017

캐나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4

5

미국

한국

프랑스

한국

6

7

8

9

10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일본 뉴질랜드 미국

독일

자료: “Open Data Barometer”, http://www.opendatabarometer.org(2019.10.30.) 정리

영국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공공기관, 건
강·의료관계의 공적기관, 경찰,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영국은행 등은 원칙
적으로 내부에서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공개하여야 한다.38)
2019년 11월 현재 data.gov.uk에는 경영 및 경제, 환경, 지리, 범죄 및
사법정부, 사회, 국방, 정부 지출, 농촌 및 마을, 교육, 건강, 교통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5만 3,186개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사

38) 세계법제정보센터, 「영국 정보공개법 시행」,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
do?CTS_SEQ=1636&AST_SEQ=307&ETC=(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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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활용을 제고하고자 “2018년 3월부터 지속해서 사이트를 개편(검색
편의성 강화 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39)

자료: Data.gov.uk, https://data.gov.uk(2019.11.30.)

<그림 2-8> DATA.GOV 웹페이지

한국데이터진흥원의 『2018 데이터산업 백서』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18년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중심 혁신의 세계적 리
더로서 영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토론 보고서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토론 보고서(The Economic Value of Data:

3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b), 『2019 데이터산업 백서』,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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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영국의 과제로 데이터 소유권 및 제어 문제 해결(Addressing
Ownership and Control of Data), 개인 정보 보호 유지(Maintaining
protection of personal data), 공공 부문 데이터의 개방성(Openness in
public sector data), 상호 운용성 및 표준 추진(Driving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s), 안전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공유 가능(Enabling safe, legal data
sharing)을 제시하였다.40)

4. 일본의 데이터 경제 정책
일본은 2012년 데이터 활성화(Active Data)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
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이후에는 데이터가 쉽게 거래
되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41) 2012년 총무성이 수립한 '데이터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가능한 환경 마련,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
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데이터 과학자 인력 육성, 빅데이터 비즈니스 창
출에 기여하는 M2M 보급 촉진,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정비, 글로벌 협력
강화가 포함된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4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
본은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오픈데이터 지표
(Open Data Barometer) 순위에서 2016년 7위를 기록하였다.

40) UK HM Treasury(2018), The economic value of data: discussion paper, pp. 4-14
4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b), 『2019 데이터산업 백서』, p. 79
4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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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일본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위한 7대 추진 과제
추진과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가능한 환경 마련

데이터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내용
·
·
·
·

오픈데이터 전략을 추진하여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개방
데이터 재활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
오픈데이터 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 표준화 추진
전기통신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
· 데이터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해석 등을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 프로토콜, 보안 대책(익명화 기술,
비식별화 처리기술 등), 데이터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 일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M2M, 매쉬(Mesg), 센서 네트워크,
자동차용 무선통신 형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추진

데이터 과학자 육성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빅데이터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M2M
보급 촉진

· M2M 통신의 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 기술 확립
· 기계간, 사물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잇고,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성·신뢰성 높은 통신규격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및 규제 등에
대해 IT전략 본부를 중심으로 재정비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정비

· 산학관 협력을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및 성공사례 공유체계 마련
· 데이터 자원의 수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도입

글로벌 협력 강화

· 유럽, 미국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 중인 국가들과 상호협력 체계
마련
· 빅데이터의 데이터량과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가치 등에 대한
계측 및 평가방법 확립

자료: 日本 総務省,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ICT 戦略, p. 42, 윤미영
(2013b),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192, p. 40에서 재인용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데이터 공유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
성화 시키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자율주행, 건강·의료 ·간병, 농
업 등의 물리적 공간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일련의 흐름을 데이터 생태계로
진입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원활한 유통 체제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43) 또한 자료 제공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및

43) 政府CIOポータル(2019), “世界最先端デジタル国家創造宣言・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
https://cio.go.jp/data-basis(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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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공·민간 통합 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계획
을 밝히기도 하였다.44)

제4절 시사점
데이터 경제는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조업체, 연구자 및 인프라 제공 업체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한다. 해외 다양한 국가들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의 주
요 국가들은 정부의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자, 연구자, 스타트업 등에 정책을 제안하고 분석 솔
루션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으
로 쓸 만한 데이터의 공개가 적은 실정이다.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데이터 유통, 서비
스, 인력양성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가능하도록 법적 및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가공 및 연계뿐만 아니라 유통 흐름이 분절적이 않고 유기
적으로 연결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데
이터를 통한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b), 『2019 데이터산업 백서』,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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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통부문의 데이터 연계 현황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는 초연결·초지능 사회로 진
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초연결 사회로 인해 다양한 IoT 센서들로
부터 폭발적인의 양의 데이터들의 수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고 있다. 이에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발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지원도 가능해졌다. 특히 교통부문은 사회적 체감
도가 높은 영역으로, 사람, 정보, 화물, 차량의 모빌리티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교통기술들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
로운 다양한 교통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지닌 신 교통
서비스 창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교통 데이터 경제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 교통 서비스 및 플랫폼을 진단하여 새로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통부문 주요 데이터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 주요 데이터를 교통부문 공급에 해당하는 ‘교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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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보’와 수요에 해당하는 ‘운행/이동정보’ 및 도로공사 및 사고 등의 ‘교통
안전정보’로 그룹화 하였으며, 각 그룹 및 데이터별로 관리기관 및 자료내용
등을 정리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기반정보는 주로 공공(또는 공공단체)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내비게
이션 및 대중교통 매표정보(버스, 항공)의 경우 각 시스템 운영사에서 관리하
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기반정보 중 자동차관리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등으로
인하여 민간 개방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주요 통계지표로만 자료가 공개되
고 있다. 운행/이동정보 중 내비게이션 정보의 경우 각 도로별 속도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 중에 있으며, 교통카드 이용실적 및 사업용
차량 이동궤적정보의 경우 직접 자료를 신청하고, 보안서약을 이행한 후 제공
하고 있다, 대중교통 매표정보의 경우 각 사업자별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민
간제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동통신 데이터의 경우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데이터를 판매 중에 있다.

<표 3-1> 교통부문 주요 데이터 현황
구분

데이터
도로망

관리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자동차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정보
교통
기반정보
대중
교통망

운행/
이동정보

자료설명

공개

․도로망 기초정보(도로등급,
차로수 등)

O

․자동차 등록, 검사정보 등

△

․버스
국토교통부(시외고속형)
시‧도(시외직행‧일반형)
시‧군(‧구)(시내/농어촌/마을/한정면허) ․대중교통 정류장정보, 노선
․철도
정보, 노선별 경유정류장정
한국철도공사/SR(고속‧일반철도)
보, 운행스케쥴 등
각 도시철도/경전철 운영사
․항공 : 각 지방항공청
․해운 : 각 지방해양수산청

O

내비게이션 ․각 내비게이션 제작사

․차량별 이동경로, 속도 등

교통카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이용실적

․대중교통 이용현황 및 이용
△
요금 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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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행/
이동정보

데이터

자료설명

공개

버스
․각 지자체
위치정보

․버스 위치정보, 소요시간 등

O

사업용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이동궤적

․사업용차량 위치, 이동속도
△
및 이동거리 등

․철도 : 한국철도공사, SR
․버스
고속 : 고속버스조합(티머니)
대중교통
시외 : 터미널협회(티머니),
매표정보
버스조합(이비카드)
․항공 : 각 항공사
․해운 : 한국해운조합

․출/도착지별 발권실적

도로
교통량
/속도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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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민자운영기관(고속국도)
․각 국토관리청(일반국도)
․각 도로별 교통량/속도
․각 지자체

이동통신 ․각 이동통신 사업자

X

O

․휴대전화를 소지한 고객의
△
기지국 위치정보

․한국도로공사/민자운영기관(고속국도)

교통안전
정보

도로공사
․각 국토관리청(일반국도)
정보

․각 도로별 공사 현황

O

교통사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정보

․사고지점 현황

O

․각 지자체

주: 연구진 작성

가. 교통기반정보
도로망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유지관리 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도
로명주소 관리용으로 각각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에서는 도로등
급(국토교통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등(「도로법」)), 도로구분
(행정안전부: 대로, 로, 길(「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연장, 차로수 등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며, 다수의 기관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으로 관리중에
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명, 차종, 차대번호, 용도, 소유자정보 등의 자동
차 등록사항과 주행누적거리, 배출가스, 제동력 등 자동차 검사정보로 구성되
어 있다. 자동차 관리정보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일반 개방이

38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망 정보는 교통수단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상
당히 복잡하다. 시외버스 중 시외고속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외직행형과 시
외일반형은 각 도에서 관리하고, 시내‧농어촌버스는 각 시‧군, 마을버스는 각
시‧군 또는 구에서 관리하며,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 노선의 경우 노선의 성격
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각
철도‧도시철도‧경전철 운영사업자가 노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항공은 국토교
통부에서, 해운은 해양수산부에서 노선 인‧면허를 관리한다. 대중교통망 데
이터는 크게 정류장/역 등 정차지 명칭 및 위치정보, 대중교통 노선명 및 운
행간격 등 대중교통 노선의 기반정보, 각 대중교통 노선이 정류장을 어떠한
순서대로 정차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중교통 노선의 경유 정류장
정보, 각 노선별 배차시각 및 주요지점별 통과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운행시
각표로 구성된다. 철도, 항공, 해운의 경우 정차지, 노선망, 운행시각 등에 대
한 정보가 각 기관 또는 대중교통정보센터 등에서 웹 또는 Open-API로 일
반인에게 제공된다. 시외버스 정보는 일반 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BIS를 설치한 지자체의 경우 웹 또는 OpenAPI로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운행시각표의 경우 지자체
별 통일된 표준 없이 제공된다. 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경우 각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노선기반정보를 구축‧관리한다.

나. 운행/이동정보
내비게이션 정보의 경우 각 내비게이션 제작사가 수집‧관리하고 있다. 원
천정보는 각 내비게이션 ID별 이동궤적(GPS 위치정보)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를 통해 차량별 이동경로 및 속도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들 정
보는 민간이 관리하는 정보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카드 이용실적정보는 각 대중교통이용자가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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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당 정산사업자에게 정보가 전송되고, 개인별 이용 교통수단, 이용노선,
승‧하차 일시 및 정류장, 이용요금 등의 통행기록이 각 정산사업자별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각 정산사업자별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관리하였
으며, 민간데이터인 관계로 일반인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토교
통부에서 2016년부터 각 정산사업자별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있다.
BIS가 구축된 지자체 내 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지자체별 시스
템으로 전송되고 있다. 이들 버스위치정보는 각 차량별 운행여부, 노선, 정류
장 통과여부, 현재위치 등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실시간 데
이터를 통하여 각 노선별 위치정보와 정류장별 도착예정정보가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버스위치정보 원시데이터의 경우 지자체별 또는 국가대중교통정보
센터의 Open-API를 통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
하였고, 이 장치에서는 일정간격(초)별 해당 차량의 위치, 운행속도, 이동거
리, 가감속정도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며, 해당 사업용 차량 운영사업자는 일
정기간 동안의 운행기록정보를 통신 또는 USB 등을 통하여 운행기록 분석시
스템에 전송한다. 이 데이터는 사업용 차량ID, 차량번호, 각 시간별 위치, 이
동속도, 이동거리, 가감속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가 담겨 있
어, 일반인의 접근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 매표정보 중 항공과 고속, 일반철도 정보의 경우 교통수단별 운
수사업자가 관리한다. 해운정보는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 위탁)에서 매표
및 실적관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고속버스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티머
니 위탁), 시외버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비카드 위탁)와 전국터
미널사업자협회(티머니 위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 자료 또한
각 사업자별 영업데이터로 민간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2016년부터 국
토교통부에서 각 실적을 수집‧통합관리하고 있다.
도로별 교통량/속도정보는 각 도로등급에 따른 관리기관별로 데이터를 수
집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자체별 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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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각 관리기관별 도로 교통량/속도 등의 이동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동통신데이터는 크게 휴대전화 소지자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사용할 때에만 기록되는 데이터인 CDR(Call Detailed Recorder)과 휴대
전화 사용 유무와 상관 없이 일정 시간을 주기로 기지국에 위치정보를 전송되
는 데이터인 sight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상진 외, 2017).45) 이들 원천데
이터는 각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며, 원천데이터 제공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 교통안전정보
도로별 교통량/속도정보와 함께 공사, 사고 등 특정 이벤트에 대한 정보
또한 각 운영기관에서 국토교통부로 전송되며, 운영기관 기반 데이터는 국토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및 보험사 등으로부터 수
집된 교통사고 정보(발생일시, 발생위치 등)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다발지
역 정보 등은 Open-API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2. 교통부문 데이터별 제공기관
각 교통데이터별 제공하는 기관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의 경우 7개 센터/시스템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2
개 시스템, 경찰청 1개 시스템, 그리고 민간사업자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데
이터가 제공된다.
도로망 정보의 경우 각 기관 및 시스템별 활용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구축‧
제공하고 있다. 크게 국토교통부 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국가교통DB센터,
국가교통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데이터(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관리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건물별 도로명

45) 한상진 외(2017), 『교통부문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및 공동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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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중교통망 데이터 또한 각 활용목적에 따라 2개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국
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경우 기본 노선정보와 실시간 이동정보 제공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각 정산사업자별 이용요금 정산 및 교
통사업자별 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대중교통 기반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교통사고정보 또한 국가교통정보센터는 도로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경우 사고다발지점 판단 등에 대한 목적으로 데이터
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표 3-2> 교통부문 주요 데이터별 제공기관(전국 단위)
행정
안전부2)

국토교통부1)
구분

데이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도로망
교통
기반
정보

O

O

O

자동차관리정보

O
O

O
O

△

교통카드
이용실적

교통
안전
정보

민간사업자

O

대중교통망

운행/
이동
정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O

주차장

내비게이션

경찰청

O

버스위치정보

O

사업용차량
이동궤적
대중교통
매표정보

O
△

도로교통량/속도

O

이동통신

△

O
O

도로공사정보

O

교통사고정보

O

O

주: 1) ① - 국토지리정보원, ② - 국가교통DB센터, ③ - 국가교통정보센터, ④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⑤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⑥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⑦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2) ①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② -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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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교통부
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의 지도를 제작하는 국가기관이며, 여기서 제공
하는 도로관련 지도는 ‘국가기본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도로경계, 도로중심
선, 횡단보도, 교차로 등 22개 지형지물이 제공되고 있다.46) 이는 2주 단위로
수시 수정한다.

< 국토지리정보원1) >

< 국토정보맵2) >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2019.06.17.)
2) 국토정보맵, http://map.ngii.go.kr/(2019.06.17.)

<그림 3-1>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2) 국가교통DB센터
국가교통DB센터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효율적으로 투자‧운영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행 OD 및 네트워크 제공과 각종 교통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및 관리하고 있다. 이중 교통주제도(매년
갱신되며 도로망(노드, 링크)과 철도망(교차점, 중심선)으로 구성)를 제공 중에
있으며,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이동통신 데이터를 연계하여 ViewT 시스템47)을
통하여 교통량/속도 및 이동정보를 지도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46)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전국 연속수치지형도 코드 및 레이어 설명서(V5.1.1)』, pp. 3-10
47) ViewT 2.0, https://viewt.ktdb.go.kr/(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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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T2) >

< 국가교통DB센터1) >

자료: 1) 국가교통DB센터 홈페이지, https://www.ktdb.go.kr/(2019.06.17.)
2) ViewT 2.0 홈페이지, https://viewt.ktdb.go.kr/(2019.06.17.)

<그림 3-2> 국가교통DB센터 홈페이지

3) 국가교통정보센터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실시간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한국
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각 지자체, 경찰청,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등 도로
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터넷(일반인), 유관기관 및 교통
정책기관에 교통 통계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 또한 도로망 기반정보 및 도로
속도, 교통량 정보, 도로공사정보, 돌발사고정보 등에 대하여 실시간자료 및
대용량 DB를 웹과 Open-API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 국가교통정보센터1) >

< 교통정보공개서비스2) >

자료: 1) 국가교통정보센터, http://www.its.go.kr/(2019.6.17.)
2) 교통정보공개서비스, http://openapi.its.go.kr/(2019.6.17.)

<그림 3-3>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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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교통정보센터, http://www.its.go.kr/aboutNtic/about_ntic.do(2019.6.17.)

<그림 3-4> 국가교통정보센터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현황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크게 <표 3-3>과 같이 교통정보와 통계
정보를 제공하며, 교통정보에서는 도로상황, 돌발‧사고정보, 통제‧공사정보,
우회도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통계정보에서는 분석기간(년/월/일
등)별 소통정보, 정체정보, 돌발정보 등에 대하여 통계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표 3-3> 국가교통정보센터 주요 정보 제공 현황
구분

세부구분

교통
정보

도로상황
돌발‧사고정보
통제‧공사정보
우회도로정보

통계
정보

제공항목

도로등급

․구간별 속도, 소요시간 정보
․고속국도, 일반국도
․사고발생 및 처리 현황
․교통통제 및 공사 현황
․도로구간별 우회도로 정보
․고속국도
․도로등급/도로노선/도로구간/계절/휴일‧명
․고속국도, 일반국
소통정보 통계
절별, 일/월/연간 평균속도
도(특별‧광역시도,
․도로등급/도로노선/도로구간별 평균/최대 정
정체정보 통계
지방도, 시‧군도)
체길이 및 시간대별 정체길이
돌발정보 통계 ․도로등급/도로노선별 돌발정보 발생건수
특정일
타임머신

․명절 및 연휴기간 소통정보

자료: 국가교통정보센터, http://www.its.go.kr/(2019.6.17.)에서 재정리

․고속국도, 일반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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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하여 도로
별 소통현황 등에 대한 원시자료를 Open-API 또는 원시자료 다운로드 형태
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통소통정보 및 공사정보, 사고정보, VMS 표
출정보는 양 형태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CCTV 영상 및 우회도로 예측
정보, 차선별 교통정보는 Open-API 형태로만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4)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에서는 대중교통정보의 안정적인 연계·통합·제공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정보의 표준화 기반시스템 운영관리와 함께 <표 3-4>와
같이 전국 단위의 고속·시외·시내버스, 마을버스, 항공, 철도, 해운, 지하철
등 대중교통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8)

<표 3-4>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연계데이터 현황
교통수단

대상지역(기관)

시내
․BIS 구축 지자체(116개)
(BIS)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버 고속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시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KTX/
일반 ․한국철도공사
철
철도
도
도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공항철도
철도
항공
․서울지방항공청
해운
․한국해운조합

연계정보구분
정적 실시간
100개 67개

비고
․노선경로, 정류장, 첫막차정보,
버스도착정보 등
․버스등급별 출도착시간, 운임,
잔여석

2개

1개

-

-

․운행노선, 시간, 운임정보

1개

-

․노선경로, 정류장, 첫막차정보

1개

-

․출도착지 시간, 운임정보 등

7개

-

․노선, 역, 요금, 부가시설 정보

1개
1개

-

․항공편, 출도착시간, 운임정보
․운행시간, 출도착시간, 운임정보

주: 연계 데이터 기준 – 2019.04
자료: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https://www.tago.go.kr/(2019.6.17.)

48)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란?｣, https://www.tago.go.kr/(2020.02.16.)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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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https://www.tago.go.kr/v5/use/use_ex.jsp(2019.6.18.)

<그림 3-5>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현황

각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기반정보 및 실시간정보를 Naver, kakao 등 포
털사이트 및 일반기업체에게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인의 경우 Open-API 형태로 접근하여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Open-API를
통해서는 버스위치정보, 버스정류소정보, 버스노선정보, 버스도착정보, 고속
버스정보, 시외버스정보, 국내 선박운항정보, 국내 항공운항정보, 지하철정
보, 열차정보에 대한 사항을 추출할 수 있다.

5)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각 운수사업자로부터 통신 및 USB 형태로 전송된
일정 기간 동안의 운행기록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운전습관 파악 등을 수행
하고 있다. 모든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집하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경형‧소형 특수자동차와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운
행기록장치 장착이 면제되는 관계로 이들 차량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다.
수집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DB, 운수종사자DB, 버스정류장정보DB 등과 연계되며, 각 운수업체 및 유관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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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운행기록분석시스템, https://etas.kotsa.or.kr/etas/frtg0100/goList.do(2019.6.18.)

<그림 3-6>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연계 현황

6)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은 각 교통카드사업자의 교통카드 실적정
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스
템은 각 정산사업자 및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연계채널을 통하여 교통카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플랫폼’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는 ‘분석플
랫폼’,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민간 등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플랫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플랫폼을 통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현 티머니), 마이비/이비, DGB유
페이, 한페이시스 등 4개의 정산사업자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
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운송사업자들로
부터 교통카드 이용실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통합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
간기업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요금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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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루 2천만 건의 교통카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만든다｣(국토교통부, 2016.5.25.),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48(2019.10.30.)

<그림 3-7>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성

나. 행정안전부
1)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도로명주소에 기반한 지번주소의 전환, 도로명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시
행중에 있으며,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통하여 도로망 등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에는 행정
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과 건물정보(건물, 건물군, 출입구), 도로정보
(기초구간, 도로구간, 실폭도로)와 기초구역 등 11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49).

49)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20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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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 >

자료: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2019.6.17.)

<그림 3-8>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2)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
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공데이터를 통
합하여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이다.50) 여기에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Open-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51) 그리고 중요 데이터의 경우 표준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 경찰청 :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 통합 분석하여 교통안
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교통사고 통계정보 및 GIS 기반의 교통사고정보를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에게 제공 중에 있다.52)

50)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공공포털데이터 소개｣, https://www.data.go.kr/guide/guide/introduc
e.do;jsessionid=fE3DH1ECkyKjtwjSaMiN6ksa.node20(2020.02.16.) 내용 발췌
51) 상동
52)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 ｢TAAS란?｣, http://taas.koroad.or.kr/web/shp/adi/ initBasisPurp
s.do?menuId=WEB_KMP_IID_IID_PAB(2020.02.16.)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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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guide/guide/introduce.do(2019.6.18.)

<그림 3-9>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구성도

자료: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web/shp/adi/initMainSvc.do?menuId=WEB_KMP_I
ID_IID_MAS(2019.6.18.)

<그림 3-10>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연계 현황

이 시스템에서는 통계 자료형과 GIS형으로 교통사고 정보를 표출하고 있
다. <표 3-5>와 같이 통계형 정보에서는 9개 통계정보와 교통안전지표 등 총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교통사고 주제도, 지역별 교통사고, 사고다
발지점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GIS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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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주요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교통여건

통계형
제공

․최근 10년 단위 주요 항목별 교통사고추세

교통사고일반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사고유형별, 시도별, 시군구별 등

차량관련

․연령층별, 면허경과년수, 법규위반, 음주정도별 등
․차종별, 차량용도별 등

도로 · 환경관련 ․도로종류별, 도로형태별, 도로선형별, 기상상태 등
부문별
사상자관련
외국교통사고

기타

교통안전지표

정보

통계보고서

교통사고 잠정통계
교통사고 주제도
시계열분석

GIS형
제공

․시도별 인구 및 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소지자수 등

교통사고추세
사고운전자관련
통계
정보

용

지역별 교통사고
(지역별, 경찰서)
노선별 교통사고
(도로노선별)
사고다발지점

․사망사고, 대형사고, 음주사고, 노인사고, 어린이사고 등
․연령층별, 성별, 승차상태별, 보호장구착용여부별 등
․OECD 회원국별 사고건수, 사망자
․인구10만 명당 및 차량1만 대당 사망자 추세 비교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도로교통 사고비용 추계와
평가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교통안전지수, 도로교통 사고비용 추
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등
․당해년도 분기별 통계정보 서비스
․지역별 사고분포 등급에 따라 색의 농도와 수치로 표현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3개년도 사고발생 내용을 지도
상에 표현
․지역별, 경찰서별 교통사고 개별건별 발생위치를 지도상
에 표시
․노선별에 대한 교통사고 위치검색
․부문별(무단횡단, 어린이 · 노인보행자, 자전거,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점 표시

공통
․발생일시, 시군구, 사상자수, 사고유형 등
(개별교통사고 정보보기)
심층분석
․원하는 지점(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 검색
교통사고 사례보기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교통사고 사례 게시

자료: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web/shp/adi/initMainSvc.do?menuId=WEB_KMP_
IID_IID_MAS(2019.6.18.)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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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부문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1. 데이터 경제 기반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 경제 기반의 서비스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제공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 기반으로 한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에 초점
을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는 차량, 사람, 대중
교통의 이동행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출된 교통 서비스이다. 현재 제공
되고 있는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중 TAGO 및 네이버, 구글 등에서의 대중교
통 정보서비스, 최적경로 길 찾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해 현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를 크게 공공 및 민간부문으
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가. 공공부문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의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로는 <표 3-6>
과 같이 국내에서는 교통정보 제공서비스 등이 있으며, 국외에서는 재난시 교
통정보안내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도로상황제공 서비스, 교통상황예측서비스
등이 있다.

1) 승용차 및 대중교통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 정부 및 지자체
국내 승용차 및 대중교통 교통정보 제공서비스는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각 지자체에서 수집한 교통정보를 연
계․활용하여 전국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및 지방도, 지자체 시도의 도로상
황, 돌발 정보, 공사정보 및 우회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53)

53) 국가교통정보센터, www.its.go.kr(2019.06.17.)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다양한 대중교통 교통정보의 실시간 제공
- 버스위치/정류장/노선/도착정보/카셰어링 등을 Open API로
제공
- 전국 83개시, 86개군의 대중교통정보 제공

- ITS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택시 등에서 수집한 차량 속도,
재난시
교통량 등의 교통정보를 수집
교통정보안내 공공 일본 ITS센터
- 일본 대지진 시 실시간 교통 서비스 및 최적경로를 제공함에
서비스
따라 도로교통 체증 피해 최소화

교통정보서비스
공공
(대중교통)

지자체

-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지자체 시도의 도로상황,
돌발정보, 공사정보 및 우회정보
- 교통량, 속도, 통행시간 정보

제공 데이터

주: 연구진 작성

교통상황예측
공공
서비스

이탈리아
밀라노 시

사고데이터, 도로 공사 상황, 기상정보 , 도로교통 상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상황을 예측하여 이를 제공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도로 파손
을 감지
국 빅데이터 기반
외 도로상황제공 공공 영국 보스턴 시 - 시민들의 참여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함으로써 운전자 안전확보
서비스
가능

국
내

한국도로공사

수집 기관

교통정보서비스
한국건설기술
공공
(승용차)
연구원

교통 서비스

<표 3-6> 공공부문 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 현황
수단

이탈리아
밀라노 시

미국 보스턴 시

일본 ITS센터, 흐르는
도로맵

일본

전국

전국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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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밀라노 시

승용차 보스턴 시

승용차

수집기관 자체 홈페이지
승용차
국가교통정보센터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민간 포털
(네이버, 구글, 카카오
대중교통
지도, 구글 등)

데이터 개방 및 연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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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를
통해 고속도로의 노선별 소통정보, 혼잡구간, 경로 검색, 교통속도,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 정체 예상 교통지도 등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54)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은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상시(검지기 기반) 및 수시조사(조사
기반) 지점을 통하여 교통량, 속도, 차종, 조사지점 등을 수집하여 교통량 정
보제공시스템(TMS, Traffic Monitoring System, www.road.re.kr)에서 제
공하고 있다. 여기서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수집)와 일반국도, 지방도(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수집)를 대상으로 수집된 교통정보는 모두 국가교통정보센터
에 연계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교통 서비스(네이버, 구글 등의 교통정보제
공 포털사이트)에 활용되고 있다.

고속도로 소통정보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

자료: 로드플러스, www.roadplus.co.kr(검색일자 : 2019.06.18.)

<그림 3-11> 한국도로공사 도로플러스의 교통정보제공 현황(예)

또한 시도의 교통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수집 및 제공하고 있는데, 특․광
역시는 교통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수집 및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시
는 수시조사를 통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다.

54) 로드플러스, www.roadplus.co.kr(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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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2019.06.18.)

<그림 3-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MS를 통한 교통정보제공 현황(예)

교통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한 특․광역시의 경우 수집한 교통정보를 국가교
통정보센터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교통 서비스(네이버, 구글 등의 교통정보
제공 포털사이트)에 연계하고 있으나 나머지 수시조사만을 시행하는 지자체
의 교통정보는 연계가 되지 않고 파일 형태로만 해당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자체에 문의하여 교통정보를 외장하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취득하러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대중교통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의 대중교통 정보제공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국가대중
교통정보센터(TAGO,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55)이다. 타
고 시스템은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도로,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 연계 및 통합하고 환승 정보를 제공 중
에 있다.56) 뿐만 아니라 버스 위치/정류장/노선/도착정보/카셰어링 정보 등

55)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https://www.tago.go.kr/(2019.06.18.)
56)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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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Open API로 제공 중이다.
2005년 서울시 및 광역시를 필두로 현재 전국 83개시, 86개군의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서버로 연계하여 제공 중에 있다. 또한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에
서 수집한 대중교통정보는 포털 연계서버를 통하여 실시한 네이버, 다음,
Tmap, 구글 등의 포털사에 연계․제공되고 있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p. 72

<그림 3-13>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대중교통정보 조회 화면

3) 빅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서비스 - 일본 재난 시 교통정보안내
윤미영․권정은(2012)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1996년부터 구축한 ITS(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체계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택시 등에서 수집한 차량 속도,
교통량 등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도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일본 대지진 시 실시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도로교통
체증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조차량과 지원 수송차량 등에 ‘흐
르는 도로맵’을 제공하여 실제 도로교통 상황과 대지진 정보를 피할 수 있는
최적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재난관리서비스로써 재난 시 이용자간 교통정보
를 연계․공유함으로써 최적의 교통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
었다. 또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통행시간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가 기대된
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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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윤미영․권정은(2012),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세상: BigData 글로벌 선진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p. 13

<그림 3-14> 일본 대지진시 제공한 교통정보 맵 ‘흐르는 도로맵’

4) 빅데이터 기반 도로상황제공서비스 - 보스턴 스트리트 범프
윤미영(2013a)57)은 빅데이터 기반의 대표적인 도로상황 제공서비스로 보
스턴 스트리트 범프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보스턴 시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
은 도로를 자주 달리는 차량은 연료도 많이 소비하고 고장이 잦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스트리트 범프”를 개발 및 제공했다고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으로 시민들이 직접 수집한 도로파손 감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
하게 도로 유지보수 및 차량파손 최소화로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도로의 파손지역 확인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절
감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료: 윤미영(2013a), 『201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데이터 분석 : Big Data 글로벌 선진 사례 2』, 한국정보화
진흥원, p. 36

<그림 3-15> 미국 보스턴 시의 스트리트 범프

57) 윤미영(2013a), 『201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데이터 분석 : Big Data 글로벌 선진 사례 2』, 한국정보화진
흥원,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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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 기반 기후 및 이벤트 정보를 반영한 교통상황예측서비스 – 밀라노
윤미영․권정은(2012)에 따르면 밀라노 시는 지능형 교통 서비스를 활용하
여 밀라노 시내의 교통량 및 속도, 기후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였
다.58) 데이터 분석을 위해 센서를 구축하였으며, 5분 간격의 교통 흐름량과
속도를 데이터화하여59) 이를 바탕으로 밀라노 도시 전체 교통정보를 예측하
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소요시간은 0.1초에 불과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데이터화시켜 시스템에 반영하였다.60)

자료: 윤미영․권정은(2012),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세상: Big Data 글로벌 선진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p. 15

<그림 3-16> 밀라노 시내 교통센서지도 및 애플리케이션

나. 민간부문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민간부문의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는 <표 3-7>과 같이 민간 포털사의 교통
정보 제공서비스(승용차, 대중교통), 카카오 맵 및 SK Tmap과 같은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승용차), 택시호출 및 주차장 서비스, 승차공유 서비스, 교통정책
지원서비스, 심야버스 노선선정, 합리적 차량보험료 제공서비스 등이 있다.

58) 윤미영(2012),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세상: Big Data 글로벌 선진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pp. 14-15
발췌
59) 상동
60) 상동

국
외

국
내

수집 기관

민간

민간

영국

KT 유동인구

교통정책지원
서비스–심야버 민간
스 노선선정-

차량보험료
산정서비스

우버, 타다 등

SK Tmap,
카카오 내비,
국가교통정보
센터
카카오 T,
Tmap 택시

승차공유 서비스 민간

택시호출 및
민간
주차장 서비스

교통정보
서비스
(승용차)

교통정보서비스
민간 포털
(승용차,
민간 (네이버, 구글,
대중교통)
카카오 지도 등)

교통 서비스

차량별 주행거리 분석을 통하여 실제 운전행태를 고려하고, 혼잡시간대
및 사고다발지역의 운행빈도가 낮은 차량의 보험료 할인

공간적
범위

전국

전국

승차공유
전국
차량

택시

승용차

승용차/
전국
대중교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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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바

승용차

영국

KT, 서울시 대중교통 서울시

우버, 타다 등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며 플랫폼에 기반하여 승객과 요청한 위치에서 가
장 가까운 개인 차량의 운전기사와 쉽게 연결
- 이때 모바일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리 차량을 배치 및
연결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대책으로써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동인구 분석으로
심야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빼미 버스노선 운용

카카오 T,
Tmap 택시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

SK Tmap,
카카오 내비

-

-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과 같은 대중교통 정보의
소통정보, 수단별 최적경로, 통행시간, 지도 서비스, 내비게이션, 버스 정류
장, 지하철 역 등을 제공
- 자주 찾는 장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가까운 택시자동 탐색
및 배치 등의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 모바일 기반의 승용차 길찾기 서비스와 함께 통행시간, 최적 경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교통상황 예측정보, 음성 인식 등의 정보를 제공
- 교통상황예측 정보 제공

데이터 개방 및
연계기관

제공 데이터

<표 3-7> 국내외 데이터 기반 민간부문 교통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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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차 및 대중교통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 포털사이트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한 대표적인 승용차 및 대중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는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다음(카카오, Kakao), 카카오 버스 및 지하철
이 있다. 이와 같은 포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정
보의 소통정보, 수단별 최적경로, 통행시간, 지도 서비스, 내비게이션, 버스정
류장, 지하철 역 등을 이용자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 맵의 버스 정류장별 버스 노선

네이버 맵의 교통상황(대전시청 근처, 예)

자료: 카카오 맵 지도서비스, https://map.kakao.com/(2019.06.18)
네이버 지도 서비스, https://map.naver.com(2019.06.18)

<그림 3-17> 카카오 맵 및 네이버 맵의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예)

민간부문 포털사이트의 교통정보 제공서비스는 민간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닌 공공부문의 국가교통정보센터와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승
용차, 대중교통 교통정보를 연계 및 재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와 대중교통 서비스가 모두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되는 반면 공공부문의 교통
정보는 승용차, 대중교통이 구분되어 각 기관별 또는 포털에서 제공된다는 점
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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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용차 교통정보 제공, 예측 서비스 – SK Tmap
SK Tmap 및 카카오 내비는 모바일 기반의 승용차 길찾기 서비스와 함께 통
행시간, 최적 경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교통상황 예측정보, 음성 인식 등의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에서 데이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기
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앱을 활용하는 GPS 데이터와 기지국 기반의 모바일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SK Tmap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전국 범위로 수집․가
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범위의 교통정보를 수집 및 생성하고 있다.

3) 빅데이터 기반 택시호출, 주차장 서비스 – 카카오 T, Tmap 택시
빅데이터 기반 택시호출서비스인 카카오 T와 Tmap 택시 서비스는 언제 어
디서나 필요할 때 모바일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이는 모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T는 여기에 카풀, 대리운전, 드라이버와 함께 주차서비
스, 즉 모바일로 실시간 이용가능한 주차장을 검색하고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T 서비스

웨이고 블루 요청화면

자료: Bloter, https://www.bloter.net/archives/292843(2019.06.18.)
카카오 T 서비스, http://service.kakaomobility.com/kakaot/(2019.06.18.)

<그림 3-18> 카카오 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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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차공유 서비스(Ride Sharing Service) - 우버, 타다 등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로는 우버(Uber), 타다(TADA)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플랫폼에 기반으로 승객과 요청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개인 차량의 운전기사와 쉽게 중개해 주는 대표적인 승차공유 서
비스이다. 우버 외에도 플랫폼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공유 교통 비즈니스가 구축
되고 있다.61)

5)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지원 서비스 -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서울시 심야
버스 노선선정
장광수(2014)62)는 빅데이터 시범 서비스로 선정된 6가지 빅데이터 서비스
를 소개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선정 서비스이다. 대중교
통 편의를 마련하기 위해 KT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의 심야버스 노선 수립하
였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고려한 버스노
선을 선정하였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배차간격을 조정하였다. 현재 총 9개의
올빼미 심야 버스노선이 운영 중이다.

6) 주행거리 분석을 통한 차량보험료 산정 – 영국
윤미영(2013a)63)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주행거리 분석을 통한 보
험료를 산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조회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 행동 분석과 주행거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였다. 즉. 보험사 중심에서 운전자 중심으로 보험료
산정체계를 전환하여 정확한 보험료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64)

61) 유정복 외(2017), 『신기술기반의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p. 32 참조
62) 장광수(2014), 『2013 빅데이터 국내 사례집』, 한국정보화진흥원, pp. 14-17 참조
63) 윤미영(2013a), 『201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데이터 분석 : Big Data 글로벌 선진 사례 2』, 한국정보화진
흥원, pp. 56-58
6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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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경제 기반 교통 모빌리티 플랫폼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와 만나는 장소이며 이들의 소유하고 있는 다양
한 재화와 데이터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연결하여 가치를 교
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빌리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제공하
고 받는 방식에 따라 “서비스 기반 플랫폼 구축(Top-down)”과 “데이터 기
반 플랫폼 구축(Bottom-up)”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65) 서비스 기반 플랫
폼은 “자연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상적이나, 특정 기업 및 기관에서 서비스를 주도하여 데
이터 개방 및 공유 환경에 제약”66)을 받고 있다. 데이터 기반 플랫폼은 “기
구축된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데
이터의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데이터 간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의 어
려움이 존재”67)한다.
국내 교통 관련 플랫폼 개발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대상도로와 지역에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승용차 및 대중교통 모두
지역 한정 플랫폼이 전부이다. 즉 국가 전역과 승용차 및 대중교통부문 전체
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각 기관별 수집한 데이터
를 한정적으로 각각 활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수준은 매우 미비하다. 제공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지점별 집계 데이터로
모빌리티 차량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느 도로를 통행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며 전국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의 제공과 분석이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유통을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저
장이나 통계 작성용으로 구축된 것들이 많은 관계로 공유를 위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의 융복합이 어렵고, 데이터 제공 사이

65)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 22
66) 상동
67) 상동

64

트를 통해 자료가 배포가 되고 있으나 1차 가공된 통계들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원시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데이터베
이스가 설계되어 있어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한정적이며 수요자 중심
의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데이터 공유 및 거래
시스템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유통 및 가치 창출 생태계를 구
축하기에는 수집-가공-유통 단계들마다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가. 국내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국내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은 <표 3-8>과 같이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대전 교통데이터 웨어하우스, 국가교통정보센터, 서울 Topis, UTIS, 국가대
중교통정보센터(TAGO), ViewT, Tmap, 포털사이트(구글, 카카오 지도, 네
이버 지도)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대중
교통정보센터
(TAGO)

UTIS

서울 TOPIS

국가교통정보센터

대전 교통데이터
웨어하우스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플랫폼

국토교통부

공공

경찰청

공공

서울특별시

공공

국토교통부

공공

대전광역시

공공

한국도로공사

공공

부문(기관)

제공 데이터

제공 기능

- 실시간 소통상황, 돌발정보
등을 지도에 표출
- 웹으로 제공 중인 다른 정보
와 교통정보 융합 기능 제공

교통 빅데이터 분석, 사고 및
위험지역 등 분석 결과를
지도에 표출

전국 대중교통데이터
(노선 및 역 정보, 운임 정보, 실시간
버스 출・도착 정보 등)

실시간 교통소통정보,
교통돌발정보, CCTV 영상정보,
교통안전데이터 등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

소통상황 및 각종 정보
지도에 표출 가능

실시간 데이터(통행속도, 대중교통
운행정보, 주차, 공유자전거, 나눔카, 소통상황, 대중교통, 주차 등
돌발상황 정보 등)
실시간 상황을 선택하여
집계 데이터(속도, 교통량)
지도에 표출
교통예보 데이터

교통소통정보(속도, 교통량, 밀도,
통행시간 등), 공사/사고정보,
우회도로 예측정보, CCTV 영상,
차선별 교통정보 등

도로 통행속도 및 교통량, 버스 운행
및 승하차 관련 정보

VDS, TCS, DSRC 원시자료(1일
지표 산출 및 다양한 형태의
단위) 교통량, 통행속도, 통행시간,
그래프로 표출
교통운영 현황, 주변지역 연계 분석

<표 3-8> 국내 교통 관련 플랫폼 개발 현황

대중교통

승용차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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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

서울시, 서울시
도로

전국,
일반국도, 지방도
및 국지도

대전시, 대전시
도로

전국, 고속도로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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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구글

T Map
개발자 플랫폼

ViewT

플랫폼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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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데이터

제공 기능

네이버

민간

카카오

민간

구글

민간

SK텔레콤

민간
분석결과를 지도에 표출

지도서비스, 소통상황,
․실시간 승용차, 대중교통교통정보
대중교통, 주차 등 실시간
․전국 대중교통 노선정보
상황을 선택하여 지도에 표출
․속도, 통행속도 등

- 실시간 교통정보
- 경로 안내, 경유지 최적화 등

- 교통량(관측, 추정), 차량 주행거리
통행경로, 혼잡 등 분석 및
- 속도(평균속도 등)
지도 표출 기능 제공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혼잡지표

공공

부문(기관)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승용차

수단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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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국외의 교통 관련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지표들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 수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교통 혼잡, 교통사고,
도로 안전, 도시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통 플랫폼이 정적 데이터뿐
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표준화된 공간정보 기
반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교통 이외의 부동산, 토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융복합 지표들이 산출되고 있으며 교통 체계
와의 연관분석이 가능하다.
국외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은 <표 3-9>에 제시한 것과 같다. 미국 RITIS의
경우 교통혼잡과 교통안전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에 대한 다양한 지표와 통계
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모빌리티 지표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교통 정책적 영향을 시간 순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행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의 시티브레인(City Brain)은 영상장비, 도로망, 대중교
통망, IoT 센서, 공공 자료들을 융합하여 교통상황을 실시간을 반영하여 신호
를 최적화 하거나, 교통사고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따라 이상 차량을 추적하
거나,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배차와 노선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
태로 가공되어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Citilabs의 Streetlytics의 경우에
는 도시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터넷 상
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교통 시뮬레이션과 모빌리티 분석에 활용이 가능
한 원천데이터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이
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Flow

시계열 통행시간 자료 기반 사전-사후 분석 기능 제공

제공 기능

- 주요 교통지표 시각화 기능
- 방향별, 시간대별, 기종점간 통행량
- 교통 데이터와 인구 특성 데이터의 융합 분석
- 통행 목적 및 수단, 통행 경로
- 창업위치 설정, 서비스 홍보, 공공예산 집행 등에
- 인구 특성 자료
대한 의사결정 지원

- 존 간 통행시간
- 링크별 속도 데이터
- 자전거 통행 관련 정보

제공 데이터

공공

Citilabs

공공
- 버스 운행 현황
- 승하차 승객 수
- 지역별 통근자 현황(밀도)

혼잡지표, TTI, PTI, 지체시간 등

- 대중교통 운행 관련 지표 시각화 현황 모니터링
- 대중교통 운영 최적화 시뮬레이션
- 인프라 및 운영 개선 효과 분석 기능

- 데이터의 가치화
- 산출된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
지역 간 비교 분석 가능

통행시간 신뢰성 관련 지표(평균속도,
- 데이터의 가치화
미국 뉴욕 주 자유속도, 표준편차, PTI, TTI, Misery - 산출된 지표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표출
Index 등)
교통부

공공

Citilabs

공공

Uber

민간

부문(기관)

Map-21 Module 미국 버지니아
주 교통부

Web-Based
Reliability
Tools

Streetlytics

Uber Movement

플랫폼

<표 3-9> 국외 교통 관련 플랫폼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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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승용차

승용차

승용차

승용차,
자전거

수단

미국 전역

미국
버지니아

미국 뉴욕

미국 100개
도시

우버가 있는
도시

공간적 범위

주: 연구진 작성

Waze

시티브레인

RITIS

플랫폼

이스라엘

민간

Alibaba

공공

University of
Maryland

공공

부문(기관)

통행시간, 경로정보, 주유소 유가정
보, 이벤트 정보

정류소 데이터, 버스 GPS 데이터, 지
도 데이터, 차량 GPS 데이터, 실시간
CCTV, 교통신호 데이터

교통량, 속도, 통행시간 신뢰성, 영향
권, 혼잡비용 등

제공 데이터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교통분석 및 시뮬레이션
병목구간 분석
사전사후 분석
분석 결과를 지도, 그림, 파일, 보고서로 출력

승용차

수단

- 이용자와 시스템이 상호 교통정보(속도, 사고정보 등)
를 수신
- 위험지역 정도 표출

승용차

실시간 모니터링 및 교통운영 기능 제공(교통사고 발
생 감지 및 대응, 위험차량 구분, 혼잡 및 신호제어, 대중교통
대중교통 최적화)

-

제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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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역

미국 전역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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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한계
국내에서도 다행스럽게 데이터 기반의 혁신 산업 창출 및 정책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나 대부분 개별 민간 중심의 승용차 관련 부문의
교통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되고 있어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외 데이터 기반
의 교통서비스 및 플랫폼을 <표 3-10>과 같이 정리하였다(교통 서비스 15개,
플랫폼 17가지). 이들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1)
공공․민간부문 / 수단(승용차․대중교통), 2) 데이터 수집방법(자체수집․타
기관의 데이터 활용 그리고 연계) / 비즈니스 모델로의 활용성으로 유형화하였
다. 먼저 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를 공공․민간부문/수단(승용차․대중교통)
으로 살펴보면 국내 교통 서비스는 민간영역에서 승용차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국외 교통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승용차와 관련된 서비스들
이 주를 이룬다. 즉 국내 공공부문은 주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민간 영역에서 이를 활용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외는 공공부문에서 교통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교
통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교통서비
스 모두 대중교통영역은 미미하다. 대중교통 부분의 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
가 존재하나 이는 모두 승차공유서비스로 택시, 해당 차량에 한정되고 있
다.68) 따라서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의 새로운 신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며, 특
히 대중교통 영역에서의 데이터 기반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데이터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국내 교통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고 있어 직접 데이터를 취득하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영역에서의
교통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68) 단,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교통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한다.

내

국

③

교통정보
서비스
(승용차,
대중교통)

교통정보
②
서비스
(대중교통)

①

교통정보
서비스
(승용차)

교통 서비스

공공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수집 기관

●

●

국가교통정보센터

수집기관 자체
홈페이지

국가대중교통정보
센터

-

민간 포털
민간 포털
(네이버,
구글,
(네이버, 구글, 카카오
카카오
지도
등)
지도 등)

국가교통정보센터

수집기관 자체
홈페이지

민간 포털
민간 포털
(네이버, 구글,
(네이버, 구글, 카카오
카카오 지도 등)
지도 등)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제공

민간 포털
● (네이버, 구글, 카카오
지도 등)

공공 민간

<표 3-10> 국내외 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 현황

●

●

승용차

●

●

대중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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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자전
거 등과 같은 대중교통정보의 소통정보,
수단별 최적경로, 통행시간, 지도 서비
스, 내비게이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
등을 제공
- 자주 찾는 장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
보 제공, 가까운 택시 자동 탐색 및 배치
등의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 다양한 대중교통 교통정보의 실시간 제공
- 버스위치/정류장/노선/도착정보/ 카셰
어링 정보 등을 Open API로 제공
- 전국 83개시, 86개군의 대중교통정보 제공

-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지자체 시
도의 도로상황, 돌발정보, 공사정보 및 우
회정보
- 교통량, 속도, 통행시간 정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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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동인구

CJ 대한통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지
원서비스
⑦
–심야버스
노선선정-

스마트
통합물류
시스템

도로이용불
⑨ 편척척해결
서비스

⑧

⑥

우버, 타다 등

택시호출 및
카카오 T, Tmap
주차장
택시
서비스

SK Tmap,
카카오 내비,
국가교통
정보센터

승차공유
서비스

⑤

④

교통정보
서비스
(승용차)

●

●

●

●

국토교통부

CJ 대한통운

KT, 서울시

우버, 타다 등

● 카카오 T, Tmap 택시

-

-

서울시

-

-

● SK Tmap, 카카오 내비 국가교통정보센터

-

●
(화물차)

●
(해당
차량)

●

-

●

도로 포장이 파손되었거나 낙하물이나 시
설물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들
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처리
하는 서비스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화물차량
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대책으로써 빅데이
터에 기반한 유동인구 분석으로 심야시간
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
빼미 버스노선 운용

스마트폰 및 플랫폼에 기반하여 승객과 요
청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과 쉽게
배치 및 연결

●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모
(택시) 바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

- 모바일 기반의 승용차 길찾기 서비스와
함께 통행시간, 최적 경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교통상황 예측정보, 음성 인식
등의 정보를 제공
- 교통상황예측 정보 제공

영국 정부

국민참여형
⑪ 안전관리서
비스
●

●

⑭

영국

이탈리아
밀라노 시

교통상황예
측서비스

⑬

합리적
⑮ 차량보험료
제공서비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택시승차
지원정책

주: 연구진 작성

외

●

●

빅데이터
기반
국 ⑫
미국 보스턴 시 ●
도로상황제
공서비스

일본 ITS센터

재난시
⑩ 교통정보안
내서비스

●

아비바

이탈리아 밀라노 시

싱가포르

미국 보스턴 시

영국 정부

일본 ITS 센터, 흐르는
도로맵

-

-

-

-

-

-

●

●

●

-

●

스마트폰 앱으로 도로파손 감지

모바일을 이용하여 위험한 지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안전관리서비
스에 활용

차량별 주행거리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차량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실제 운전
행태, 혼잡시간대 및 사고다발지역 운행
빈도 고려)

다양한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교
통상황을 예측하여 이를 제공

● 기상 데이터 및 택시운행데이터를 비교분
(택시) 석하여 택시 정책 제시

-

-

73

대지진 시 수집한 차량 속도, 교통량 등의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 서비스
및 최적경로를 제공함에 따라 도로교통 체
증 피해 최소화

제3장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진단

74

국내 교통서비스

국외 교통서비스
1) 공공․민간부문/수단(승용차․대중교통)

국내 교통서비스

국외 교통서비스

2) 데이터 수집방법(자체 및 타 기관의 데이터 수집연계)/비즈니스 모델활용
주: 연구진 작성

<그림 3-19> 데이터 기반 교통 서비스 요인에 따른 유형화

반면 민간 영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자체적으로만 활용되며 타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즉 공공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교통 비즈
니스 모델로는 연결되지 않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
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나, 가공․분석 그리고 창출된 서비스로 수집
된 데이터는 자체적으로만 활용되고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3장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진단

75

반면 국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연계되고 있으
며, 이는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교통서비스가 공공부
문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창출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가공 데이터 및 창출된 서비스가 수집되는 데이터 또한
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교통 플랫폼도 동일하다.
앞서 제시한 3가지 관점에서 현 교통서비스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재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1) 공공부문의 교통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필요(교통정책지원서비스)
2) 특히 대중교통 영역에서 새로운 교통 서비스 필요
3) 민간부문의 가공 및 분석된 데이터 그리고 창출된 서비스로 수집되는 데
이터의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 즉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공개 및 연계

주: 연구진 작성

<그림 3-20> 국내 교통관련 데이터별 시스템 연계현황 및 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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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외 선진국들은 교통부문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3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데이터 취득 자동화, 연계
2) 빅데이터 공유 및 유통 체계 구축
3) 거버넌스 구축

따라서 국내에서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신 교통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효율적인 데이터 취득 및
연계체계 확립으로 인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 및 공
공 데이터 공유 및 유통체계 구축과 연결된다. 둘째로는 공공영역과 대중교통
부문의 신 교통서비스가 창출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AI, 머신러닝 등의 새로
운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데이터 개방 및 연계체계 확립으로 인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민간 및 공공 데이터 개방 및 공유)
2) 공공영역과 대중교통 부문의 신 교통서비스 창출(교통정책지원서비스)
3) AI, 머신러닝 등의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 교통서비스 창출
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의 데이터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유통과 활용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
발되어 새로운 데이터들이 유통시장에 들어오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들과의 융합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통 모빌리티 서비
스 제공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적·상

제3장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진단

77

시적·광역적 모니터링을 통한 실증적 교통정책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데이터 경
제 활성화 방안 중 ‘1) 효율적인 데이터 개방 및 연계체계 확립으로 인한 데이
터 생태계 조성(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2) 공공영역 그리고 대
중교통 부문의 신 교통서비스 창출’, ‘3) AI, 머신러닝 등의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 교통서비스 창출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문은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의 ViewT가 구축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ViewT에 활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제4절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도 진단
1. 현황분석
국내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으로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개방과 제
공을 바탕으로 이를 상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
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69)”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간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기에
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생산 기관과 제공 기관이 동일한 데이터
들이 많아 기관의 이해관계 막혀 개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있다. 또한 제공
기간이 공개를 위해 선정된 데이터셋을 중심으로만 개방이 되고 있고 실제
학계와 산업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은 개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

6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B%8D%
B0%EC%9D%B4%ED%84%B0%EC%9D%98%EC%A0%9C%EA%B3%B5%EB%B0%8F%E
C%9D%B4%EC%9A%A9%ED%99%9C%EC%84%B1%ED%99%94%EC%97%90%EA%B4
%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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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의 활용도 또한 떨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도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개인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불리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노력이다. 데
이터 3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
히 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들이 효과적으로 공유되어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공유형 데이터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공유형 데이터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영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설립된 개방데이터 연구소(ODI,
Open Data Institute)70)에 따르면 영국은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하여 사용하
는 방식과 내용, 권한 등에 따라 개방형 데이터, 공유형 데이터, 폐쇄형 데이터
로 세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정책을 차등화하고 있다.

자료: DGED, The Data Spectrum: defining Shared & Closed, https://www.dgen.net/0/2019/05/06/
the-data-spectrum-defining-shared-closed/(2019.10.30.)

<그림 3-21> 개방, 공유, 폐쇄형 데이터 분류

70) Open Data Institute, "The data spectrum", https://theodi.org/data-spectrum(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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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데이터는 사용자가 개인이나 산업체인지 상관없으며 사용용도 또한
개인적인지 상업적인지 관련 없이 즉 사용자 신원 또는 의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하거나 공유 및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
다.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이나 미국의 공공데이터 DATA.GOV

(https://www.data.gov/), 영국의 오픈데이터 포털(https://data.gov.uk/)
이 개방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이다.
공유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허용된 개인이나 기관, 조직에 제공되는
데이터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
다. Open Data Institute71)에 따르면 공유데이터는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
우며 다양한 “음영(shades)”이 존재한다. 공유데이터의 음영은 1) 명명된 사
람 또는 조직에게만 공유되는 데이터인 명명된 접근(named access) 데이터,
2)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데이터인 그룹
기반 액세스(Group-based access) 데이터, 3) 제한된 게이트웨이 안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 공개 액세스(public access) 데이터로 구분
할 수 있다.

자료: Open Data Institute, The data spectrum, https://theodi.org/data-spectrum(2019.10.30.)

<그림 3-22> 사용권한에 따른 데이터 분류

71) Open Data Institute, https://theodi.org(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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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폐쇄형 데이터 데이터의 생산자, 소유자 또는 특정 보유자 만
접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포한한 다양한 공
공과 민간의 데이터들이 이에 해당한다.

2. 데이터 관련 법제도
국내의 경우 개방형 데이터에 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
화에 관한 법률」이, 폐쇄형 데이터 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산 및 보관, 유통 등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13년에 “공공기관
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72) 공공데이터법의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을 천명한 법률로 공공기관이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의 주된 내용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
략위원회의를 두고,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

7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
2%95%EB%A0%B9/%EA%B3%B5%EA%B3%B5%EB%8D%B0%EC%9D%B4%ED%84%B
0%EC%9D%98%EC%A0%9C%EA%B3%B5%EB%B0%8F%EC%9D%B4%EC%9A%A9%E
D%99%9C%EC%84%B1%ED%99%94%EC%97%90%EA%B4%80%ED%95%9C%EB%B2%
95%EB%A5%A0(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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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1년에 제정되었다.73)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으
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
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의무규정과 개인정
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에 대한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영
향 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유출된 경우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어 매우 엄격하게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
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
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개인정보
가 포함된 자료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은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도 산재해 있어 데
이터 공유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Sapere Research Group(2015)74)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데이터 개방 환
경이 “데이터 공급자의 이익이 데이터 사용자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으며 데
이터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사용에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데이터의 보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을 때 미리 고지된 지정된 기간으
로 제한”하고, 데이터 공유 시에는 “각 항목에 대하여 특정 제삼자에 대한 제
공 동의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큰 규제를 가지고 있다
고 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조합에 대한 규정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제공 업체와 사용자의 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데이터 융합과
용도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개인식별 및 차별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7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법｣,http://www.law.go.kr/LSW/lsSc.do?query=%EA%B0%9
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und
efined(2020.02.17.)
74) Sapere Research Group(2015), Data driven innovation i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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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와 제공자간에 합의된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
해 개인정보보호가 데이터 경제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3-11>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준
국가

수집

보관

융합 및
용도변경

개인식별 및
차별화

교환

뉴질랜드

3

2

3

1

2

싱가포르

2

2

2

2

2

대한민국

4

4

3

3

4

미국

2

2

3

3

2

EU

3

2

3

3

3

OECD

1

2

2

3

2

호주

1

2

2

3

2

주: 4 데이터 경제에 매우 큰 장애, 3 상당한 장애, 2 약간의 장애, 1 규제가 약한 법률
자료: Sapere Research Group(2015), Data driven innovation in New Zealand, pp. 44-45. 편집

따라서 국내에서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
비스의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완화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비식별화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인 공유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법적 정비 또한 필요
한 상황이다.

3.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과거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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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 보호 항목 추가하여 데이터 생산 및 사용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
고,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동권 등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EU의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여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표 3-12> GDPR에서 신설ㆍ강화된 정보주체의 권리
권리

주요내용

처리제한권
(신설)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정보이동권
(신설)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권리를 가짐

삭제권(강화)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프로파일링 거부권
(강화)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의한 결정을 반대할 권리를 가짐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GDRP의 주요 내용｣, https://www.kisa.or.kr/ business/gdpr/gdpr_tab
2.jsp(2019.10.30.) 인용

데이터 경제의 관점에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정보이동권의 신설이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
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생산하는 정보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구할 권
한을 가짐으로써 개인의 동의하에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
었다.
국내 또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3법
에 정보이동권 조항을 신설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환경을 지원
하는 법률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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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
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75)에 역점을 두어 산업 재도약과 혁신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들
이 각 기관의 고유에 목적에 따라 최적화되어 구축됨에 따라 타 기관이 보유
한 데이터와 연계하고 융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힘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의 규제로 인하여 그 활용이 위축되어 왔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자율자동차·스마트시티 등의 관련 영역 데이터
및 AI 데이터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실
제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는 매우 부족하고 실제 활용되기까지에는 표준
화와 데이터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과학분야의
전문인력들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교통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그리고 이를 근간으
로 한 대표 서비스인 “MAAS(Mobility As A Service)”, 공유 모빌리티 서비

75) 미국의 2016년 『빅데이터 R&D 전략』, EU의 2017년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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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앙정부 및 특․광역시의 지자체들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교통
과 관련된 정보센터를 분석도구 및 민간 데이터들을 도입하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는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주체가 다양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관련 부
처 간 법·제도가 서로 얽혀있어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서로 연결하고 유기적
으로 풀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생
태계”라는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생태계”라는 정의를 찾아보면 환경 측면에서 대부분 자연 생태계를 언급한
다. “자연은 대기, 물, 환경 등의 무기 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로 구성되
며, 이들은 서로 끊임없이 물질순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분리하면 전체
로서의 기능 및 구성요소로서의 기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 환경과 생
물을 묶어서 하나의 총체적인 체계로 파악하는데 이를 생태계(ecosystem)”라
고 한다.76) 이를 데이터 생태계 측면에서 바라보면, 데이터 시장의 원유인 데
이터 생성에서부터 소비자 시장의 끝단인 소비자(end user)와 소비마켓까지
흐름과 시장을 이해해야 한다. Rad and Ataei(2017)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
시장의 주체는 다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생성자이다. 이 그
룹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와 거대한 데이터들을 생
산하는 그룹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원이다. 이 그룹은 이용자와 장치로부터 생
성된 데이터를 속성화시켜 데이터를 수집한다. 셋째, 데이터 집계자이다. 해당
그룹들은 수집된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형태로 가치화시켜 해
당 소매 시장에 전달해줄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77)

76) 대구신문(2002.1.29.),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연설문: 인간과 자연이 공존(共存)하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자｣, http://me.go.kr/daegu/web/board/read.do?boardId=192068&boardMasterId=171(2
019.10.30.)
77) Rad and Ataei(2017), “The big data ecosystem and its environs”,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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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데이터 소비자이다. 이 그룹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
에서부터 가치화된 데이터까지 구입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교통 부문 내 서비스 기반
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뤄지는 연구 내용은 1) 공
공·민간 데이터가 수집에서 유통까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 구
축 방안 제시, 2)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구축 방향,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3)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의체 구축, 4)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지원 체계 구축, 5)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법 등 데이터 관련 법 개정방안이다.

<표 4-1>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구분

세부 불편사항

개선방안

데이터 제공
체계

· 각 기관별 데이터 양식과 포맷
불일치
· 기관별 데이터의 독점으로 인한
공유 어려움
· 일반국민이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통합, 공개 필요
·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 및 공공기관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지원
· 국민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민간 및
공공데이터
융합 체계

· 민간과 공공의 자료 협조 및 연계
체계 미흡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구축 필요

데이터 관련
법 체계
데이터 거래
체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인해 데이터
공유 및 개방 저해
· 데이터 가치에 대한 적정가격에
대한 혼란
· 데이터를 구매하고 판매할
기반이 적음

신규 서비스
발굴 체계

· 데이터 개방 및 통합과 함께 이를
이용한 서비스 발굴 노력 미흡

데이터 경제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 데이터의 활용, 개방과 공유를
고려한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생태계 기반 미흡

· 데이터 공유의 취지에 맞추어 법 개정 필요

· 데이터 거래소 확대 및 평가 체계 마련 필요
· 균형적인 신·구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환경
구성을 통한 서비스 생태계 구성
· 공공부분에서 민간과 공공의 자료를 융합
연계하여 신규 공공 서비스 발굴 및 제시 필요
· 법·제도적 측면부터 예산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안건을 타진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 설치 필요

주: 연구진 작성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p. 82-83 참고

제4장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87

제2절 양질의 유통체계 구축 방안
1. 유통체계 방향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수집집단에
서부터 사용자까지 원활히 유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순환구조의 물
리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에는 공
공과 민간의 기관 간 이기주의와 데이터의 독점현상에 의해 데이터들의 이동
이 원활치가 않다. 또한, 기 개발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된 형식
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공급자 위주의 데이터만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4-1> 현재 교통부문 데이터 유통체계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 접근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서
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데이터를 취득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
별 저장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받아 실제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마지막으로, 같은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전처리를 요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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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다른 기관이 데이터를 요청하면 똑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같은 과정을 중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활성화
를 위한 유통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2>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선순
환 구조의 유통체계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데이터 생성자, 수집자, 가공자, 제공자, 이용자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듯 제
안된 유통체계는 데이터를 만나는 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주
체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윤이 발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된다
는 개념이다. 주체별 유통 체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4-2> 선순환 구조의 데이터 유통체계 개념도

2. 데이터 생성 체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통 분야에서 생성되는 모빌리티 데이터는 결국 개인
스스로가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ICT 센서 기기로부터 생성시키는 것
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기들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교통의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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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라 휴대폰 사용이라던가 차량의 경로를 안내받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왔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개별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약했다. 그
러나 문헌고찰 부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My Data) 등 데이터
의 개인화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데이터를 판매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제시되는 데이터 생성자는 개인 혹은 단체 및 기업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의 이동정보를 원하는 수준에 따라 데이터 수집 기관에 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수준은 비집계된 이동궤적 정보에서부터 집
계된 정보까지 다양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 등 행정적
프로세스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체
및 기업의 경우 데이터의 소유권은 단체 및 기업에게 있다. 예를 들어, 공간
정보라던가 도로 속성 정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기존에는 데이터 생성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
금은 데이터 생성자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며 개인 혹은 집단에게 이윤을 줄
수 있는 유통체계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3. 데이터 수집 체계
데이터 수집 체계는 기존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기관을 말한다. 교통을
예로 든다면 공공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실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저장·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민간의 경우 SK 텔레콤이나 아
이나비 등 다양한 기기로부터 생성된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체계
를 보유한 기업들을 말한다.
유통측면에서 데이터 수집 체계에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은 다음의
데이터들을 유통할 수 있다. 첫째, 원천자료 그 자체이다. 데이터 생성체계에
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해결된다면 원천자료를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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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순도 높은 원천데이터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공공·민간 모두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데이터 수집 기관 및 기업들
이 본인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치화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중 데이터 수
집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기술 개발을 반드시 해결해
야만 한다. 첫째,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 보증 단계가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데이터부터 가공된 데이터까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담보되어
있지 않는다면 데이터 자체를 유통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데이터 품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어 이를 평가하는 체계
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원천데이터의 비식별화이다.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가
승인된다 하더라고 공유·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범죄 등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천데이터를 유통 시 반드시 비 식별화 조치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 식별화 조치와 더불
어 민감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보호를 통해 외부로의 유출을 막아
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좋
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호환성이 없으면 타 데이터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호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포맷화 하고 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4. 데이터 가공(융합·연계) 체계
데이터 가공 체계는 1) 데이터 간의 통합-융합-연계 과정과 2) 데이터의
가치화 그리고 3)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가공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각
각의 과정은 유통과정의 핵심 과정으로 이 단계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데이터 유통에 제약이 발생되었다. 데이터 가공체계는 가공을 원하는
데이터 전문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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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을 최소화하는 작업단계여야 한다.
우선 데이터 통합·융합·연계과정은 개별적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매칭
하여 데이터를 융합 또는 연계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필요한 key 데이터 생성, 공간정보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Key 데이터 생성을 통해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 간의 속성을 연계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기반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점, 선, 면으로 가공한다.
<그림 4-3>은 공간정보 위에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개념도를 제시한 것이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4-3>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속성화 예시

여기서, 점, 선, 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속성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
제 교통상황을 고려한 형태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국가표준노드링크는 현재
고속도로에 인터 체인지와 인터 체인지를 연결하는 링크로 구축되어있다. 현
국가표준노드링크에는 실제 혼잡이 발생되는 지점과 대기행렬 길이, 혼잡 지
속시간 등 교통 혼잡과 관련된 데이터를 속성화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
라서 이를 고려한 공간정보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가치화는 중요한 지표나 지수 혹은 기존에 없던 정보를 융합
등을 통해 개발하여 의미있는 가치화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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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스마트폰 기지국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기종점 통행량 데이터
를 개발한다면 기존 국가교통조사 기반의 기종점 통행량과 비교하여 양질의
좋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즉, 전자의 방법으로 산출된 기종점 통행량 정
보는 연령·성별 등 인적특성별 통행량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일별·
시간대별·계절별 통행량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의 점유율이 최소
20%(통신 3사 중 최소 점유율 예상) 이상이므로 기존의 국가교통조사 기반의
1% 표본조사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융합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한
다면 대중교통 카드 사용 이력 데이터와 스마트폰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기종점 통행량 대비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판단할 수 있어 도시 혹은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미흡 지역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가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공급자
가 양적·질적 데이터를 생산 및 가공하여 시장에 판매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
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맞춤형 양복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단하여
이용자에게 딱 맞는 양복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위의 두 단계보다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더 부과해야 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교통 정책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할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데이터 제공 체계
데이터 제공에 있어 데이터를 구매하는 이용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제공하
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단계는 유통 단계의 최종단계이며 소비자 단계
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용자들이 실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데이
터를 구매하고, 결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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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통부문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방향
1.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개발 방향
본 연구의 핵심은 결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통체계와 거버넌스 기반 등이 마련된다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결국 상향식
또는 하향식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상향식 접근법은 기존에 발생
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융합·가치화 하여 새로운 교통서비
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향식 접근법은 개발될 서비스를 먼저 생각한
후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하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교통 부문에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는 궁
극적으로 기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효율화 혹은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동성, 접근성, 형평성 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
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2. Top-down 방식 서비스
하향식 방식은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
하는 접근 방법이다. 도시 및 지역에 필요한 교통·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제
시할 수 있다. <표 4-2>는 향후 모빌리티 부문에 필요한 17가지 비즈니스 모
델을 제시했다.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서비스 개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의 목록이 정의된다. <표 4-3>~
<표 4-4>에서는 17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 2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여
좀 더 자세히 하향식 서비스 개발 접근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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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교통부문 데이터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예시
비즈니스 모델(안)

서비스 개념(요약)

인공지능(강화학습)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기반 도시부 교통 신호 제어

도심 교차로의 교통량 기반 실시간 신호 제어를 통한
혼잡을 완화

환경비용 평가 및 관리 지원 솔루션

공간형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
반 대기오염 배출량 추정 알고리즘 개발

Big data 기반 교통운영 다중분석
솔루션

도로구간간 통행 연결성 지표 및 교통류 혼잡지표 제
공

빅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분석 및
관리기술

교통류 분석단위에 따른 다차원 교통안전지도 제공

화물 운송 최적화 솔루션

도로 이동 취약성 지표개발 제공

접근 교통최적화 솔루션

통행 애로 해결을 위한 보행 솔루션 제시

모빌리티 정보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도로광고 제공

링크별, 시간대별 모빌리티 변화에 따른 운전자 맞춤
형 광고 제공

대중교통 환승 혼잡 완화 솔루션

도시철도 역사내 혼잡도 분석기술 제공

도시 맞춤형 공유교통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공유교통 실시간 최적요금체계 제공

버스 노선체계 적합도 분석 및 조정
지원 솔루션

대중교통 노선체계 적합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제공

개인 데이터 가치화를 통한 신 개념
모빌리티 운영 서비스

모빌리티 데이터 마켓을 통한 정보 거래 및 모빌리티
운영

통행수요를 고려한 도시부 대중교통
노선 가이드라인

인구 통행량,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통한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노선계획

동적 도시분석을 통한 도시별
모빌리티 서비스 전략

모빌리티 자료를 활용한 도시의 시공간적 이동성 패
턴 분석을 통한 수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

출퇴근 통행특성을 고려한
광역교통 연계체계 수립 전략

모바일 및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수준의 통
근 통학 분석 결과 기반의 광역교통 연계체계수립

주차장 공유 및 스마트 주차장 운영
서비스

출발 전 실시간 주차장 수요 예측을 통한 현황 파악
을 통한 수요, 공급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모빌리티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별 취약성 분석을 통한
교통복지 개선

모바일 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약자들의 생활 반경을
분석을 통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폭우·폭설·폭서 등 이상 기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공급 조절 대책 수립

이상 기상 상황 발생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탄력적 공급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제고

주: 연구진 작성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 79 참고

서비스개념

- 광고회사

이용자

주: 연구진 작성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 81,
Transportxtra, https://www.transportxtra.com/files/68733-l.jpg(2019.11.30.)

- 도로 링크를 이용하는 실시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로광고 제공

- 도로 링크를 통과하는 이용자들
의 소득, 주거형태, 성별 등의 특
성분석

- 모바일 데이터, 인구통계 데이터
등을 GIS 기반으로 교통정보 데
이터와 융합

-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링크
별 실시간 교통량을 확인

<표 4-3> 모빌리티 정보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도로광고 제공 서비스 설명
단기,중장기 추진전략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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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이용자 특 - (단기: 1년) 모빌리티 데이터와
성 분석 알고리즘 소득, 성별 등 특성 데이터 융합 - 10억 원
(단기 5억,
- 이용자 맞춤 광고 - (중장기: 1년) 실시간 분석 및 맞 중장기 5억)
제공 알고리즘
춤광고 제공 알고리즘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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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기술

단기,중장기 추진전략

소요예산

주: 연구진 작성
자료: Microwave Journal, https://www.microwavejournal.com/articles/33330-qorvo-launches-complete-v2x-front-end-solution(2019.11.30.)
Graphhopper, https://www.graphhopper.com/blog/2019/02/05/building-a-navigation-app-using-open-source-tools/(2019.11.30.)
Futurecar, https://img.futurecar.com/201708/30/l_59a7673722807.jpg(2019.11.30.)

- 내비게이션 제공, - 모빌리티 데이터 - (단기: 3년) 블록체인 기반의 모
위치정보 수집 기업
마켓 전송, 저장 빌리티 데이터 저장 기술 개발
- 쿠폰 사용에 따른 운전자의 경로 분산을 통한 통행집중 방지, 혼잡 예방
- 100억 원
기술
(단기 70억,
- (중장기: 2년) 데이터 거래소 구
- 블록체인에 차량 정보를 기록하여 데이터 공유의 신뢰성 확보, 투명한 모빌리티 - 데이터 거래소를
중장기 30억)
이용하는 일반 운 - 쿠폰 사용을 통한 축 및 쿠폰 활용을 통한 경로정
산업 생태계 구축
경로선택 기술
전자, 기업
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운전자는 모빌리티 데이터 판매의 대가로 쿠폰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경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비게이션, 모바일통신 등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모빌리티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 운전자, 기업에 대한 보상 제공 및 교통운영 효율성 증진 목적
모바일 데이터 생성
경로선택(쿠폰 사용)

서비스개념

<표 4-4> 개인 데이터 기지화를 통한 신 모빌리티 운영 서비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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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ttom-up 방식 서비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상향식 접근법의 서비스 개발 흐름은 앞서 유통체계
에서의 흐름과 같다. 첫째, 다양한 데이터 수집원으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 및
지표를 산출하고 지속가능하게 시·공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둘째, 모니터링
되는 지표들을 기반으로 분석도구 및 API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 정교
하게 분석 가능토록 한다. 셋째, API 기능들을 조합하여 민간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정교화된 교통정책 지원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상향식 방향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하
고 그 흐름을 설명하고자 한다. 상향식 접근법은 지표(information), 분석
(knowledge), 솔루션(service) 순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기능별로 구분된 순
서는 데이터의 시간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즉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와 정적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이는 실시간성이 필요
한 서비스와 패턴 데이터 기반의 시·공간 특성 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로 나눠
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류된 활용사례들은 마지막으로 활용 적용 분야에 따
라 구분될 수 있다. 활용 적용분야는 도로교통, 대중교통, 교통안전, 복지 및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융합분야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표 4-5>~<표
4-10>은 앞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제시된 활용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각 표
에는 분류별 활용가능 사례에 실현가능성을 위해 추진전략 시기에 대한 정보
를 기입하였다.
본 절에서 제시된 활용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구체
적인 사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파악과 이종 데이터 간의 통
합 가능성, 통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실시간

융합

복지(교통기
본권) 및
생활편의

안전

대중교통

도로교통

빅데이터 활용 영역
중분류
소분류

주: 연구진 작성

지표
(정보)

대분류

-

분석구별 기·종점 통행량(시간대별·연령별·성별·목적별)
동네 기상 및 재난 정보
건물별 활동 정보
분석구 혹은 링크별 대기오염·소음·조도 등 각종 환경 수준

- 분석구별 교통약자 지원 대중교통 운영 현황
- 주차장 현황
- 접근성 현황(Accessibility)

O

O

- 링크별 교통사고, 돌발상황, 대형행사 재난 및 이벤트 현황
- 링크별 주행위험상황(지그재그, 급가감속 등) 현황

O

- 링크별 노선 서비스 수준
- 분석구별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현황
- 분석구별 O2O 및 택시 현황 정보

O

- 수단별 정류장·역별 이용자 정보(승하차수, 환승자수, 이용 노선 대기시간, 도착시간 등)
- 수단별 차량 내 탑승자 수 및 혼잡 수준

단기
O

활용가능 사례
- 링크별 차로별 교통류 지표(속도, 통행시간, 혼잡수준)
- 전국지역 수단별 교통량 현황

<표 4-5> 빅데이터 활용사례 – 실시간 데이터 기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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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추진시기
중기
장기

정적
(패턴)

타 분야
융합

복지(교통기본권)
및 생활편의

-

주행위험상황별 다발 지점 및 링크(차종별, 성별, 연령대별 등)
시·공간 경찰 및 소방 차량 출동 로그 통계
사고 및 돌발상황 처리 시간 누적 통계
분석구별 교통약자 교통 서비스 수요·공급 및 소외 수준
분석구별 시간대별 주차장 지원 수준
시간대별 수단별 평균 접근성 정보: 대중교통, 공유 교통, 교통 시설 등
시·공간 비동력수단 수요·서비스 수준
링크별 시간대별 반복 기상 현황 및 교통류 패턴
분석구별 기·종점 통행량 순위
분석구별 시간대별 활동(activity) 지표
분석구 혹은 링크별 시간대별 환경 현황
분석구별 재난 정보

대중교통

안전

- 노선별·정류장별 반복 혼잡 지표
- 시·공간 대중교통 수요·공급 및 소외 수준
- 시·공간 택시 및 O2O 수요·공급 및 소외 수준

도로교통

시·공간 반복·비반복 혼잡 지표(여파, 병목구간 빈도 등)
통행시간 신뢰도(Travel Time Index)
시간대별 도시 내 연동 가능 교차로 통과율
링크별 차종별 주행거리(VKT)
교차로 진입로별 평균·사분위수 지체시간
시간대별 수단별 평균 교통량
링크별 혼잡 비용

세부 서비스
-

빅데이터 활용 영역
중분류
소분류

주: 연구진 작성

지표
(정보)

대분류

<표 4-6> 빅데이터 활용사례 – 정적 데이터 기반 시·공간 패턴 지표

O

O

O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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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추진시기
중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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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실시간
및 정적

대중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

도로교통

대중교통

및 준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
결절점, 굴곡도 분석
운전자 피로도 분석
혼잡지도, 사용자 기반 주요 경로 분석

경로 정보 제공에 따른 통행 분산 효과 분석
도로 혼잡 분석
Select Link Analysis
HOV 등 유료도로 통행 패턴
도로 운전자 피로도 분석
도로 굴곡도 분석
도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교통운영 서비스 수준 평가(공사구간 포함)
도로 및 인프라 생애주기 분석
교통 정책 시행에 따른 사전·사후 평가
화물차 위험도로 분석
자율협력주행 도로 등급 분석
전국 교통흐름 예측, 예보, 지점간 교통흐름 파악
이용자 주행경로 패턴 분석
시간대별 인구밀집 분포와 교통혼잡 상관관계 분석

세부 서비스
-

빅데이터 활용 영역
중분류
소분류

분석
도구
(Analysis
Tool)
(SaaS)

대분류

<표 4-7> 빅데이터 활용사례 – 데이터 기반 실시간 및 정적 통합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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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O

O

추진시기
중기
장기

주: 연구진 작성

실시간
및 정적

교통시설 접근성 분석
교통약자 생활반경 선정 및 교통수단별 취약성 분석
1일 생활경로 분석
우리동네 환경 분석
교통혼잡을 고려한 이동 생활권역
1일 생활경로 분석, 생활교통지표 제공
교통혼잡과 부동산 가격 연계 분석
시간대별 인구 밀집분포와 교통혼잡 상관관계 분석
교통 혼잡 불편과 지역 소득 분포 연계 분석
요일, 시간대별 관광지 혼잡도, 추천경로 분석

-

복지(교통기
본권) 및
생활편의

타 분야
융합

- 시간대별 수단별(자동차, 자전거, 보행 등) 교통안전 취약지점 분석
- 재난시 교통시설 취약성 분석

- 교통사고 및 돌발 상황 상세 원인 분석

세부 서비스

-

안전

빅데이터 활용 영역
중분류
소분류

분석
도구
(Analysis
Tool)
(SaaS)

대분류

<표 4-8> 빅데이터 활용사례 – 데이터 기반 실시간 및 정적 통합 분석도구
단기

O

O

O

O

추진시기
중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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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교통약자 교통 서비스 실시간 최적화 운영 지원
MaaS
스마트폰 기반 자율주행 모드 지원 서비스
맞춤형 차량 건강관리 서비스
전기자동차 생태계 지원 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카풀 서비스

에너지 절감 경로 및 스케줄링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광고 서비스
재난 상황 맞춤형 피난 경로 제공
관광객 맞춤형 교통 및 소셜 기반 감성 메시지 서비스

-

복지(교통기
본권) 및
생활편의

타 분야
융합

O

O

O

- 교통사고 처리지원 및 긴급출동차량 대피로 알림 서비스
- 실시간 이용자 맞춤형 위험상황 회피 정보 제공 및 제어 솔루션
- 차량 도난방지 및 추적 솔루션

안전

O

O

장기

- 지역별 대중교통 실시간 최적 운영 지원(입지 선정)
- 안심택시 콜 서비스

추진시기
중기

대중교통

단기

도로교통

이용자 맞춤형 주행경로 정보
정밀 기상 정보 기반 교통 정보 서비스
자율협력주행기술 지원 솔루션
교통 운영 최적화 솔루션(교통 신호 및 다인승 차로제 등)

세부 서비스
-

빅데이터 활용 영역
중분류
소분류

주: 연구진 작성

솔루션
(PaaS)

대분류

<표 4-9> 빅데이터 활용사례 –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이용자 맞춤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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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패턴)

타 분야
융합

복지(교통기
본권) 및
생활편의

안전

대중교통

도로교통

빅데이터 활용 영역
중분류
소분류

주: 연구진 작성

솔루션
(PaaS)

대분류

- 빅데이터 기반 중고차량 이용 서비스
- 이용자 맞춤형 거주, 투자 등 부동산 적정 위치 가이드

- 교통 혼잡 개선 솔루션
- 도로 시설 및 인프라 유지보수 최적화 솔루션
- 자율협력주행기술 지원 향상을 위한 서비스 미흡지점 발굴 및 투자전략 가이드라인
- 지역별·지역간 최적 대중교통 서비스 방안
- 대중교통 적정 투자지역 및 노선 선정
- 대중교통 요금 변동 등 적극적 요금정책 추진에 따른 이용자 순응률 제고 서비스
- 대중교통 노선 변경에 따른 접근성 변화, 지하철 증편에 따른 혼잡도 개선 등 대중교
통 변동에 따른 효과 파악 서비스
- 카풀 이용자수, 출퇴근 시간대 택시 합승 허용 등 도전적 교통정책 추진 효과 파악
서비스
-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지원 솔루션
- 교통사고 다발지점 예측 및 투자지원 솔루션
- 지역별(농어촌) 교통약자 및 교통취약지 생활밀착형 최적 서비스 제안 솔루션
- 도시별 교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투자 방안 제공
- 농어촌 교통취약지 생활밀착형 교통수단 운행 솔루션
- 교통분포를 고려한 주정차, 과속, 음주 단속 등 행정 효율화 서비스
- 도심부 혼잡 정도와 이용자, 요금 등 변수를 고려한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분석

세부 서비스

<표 4-10> 빅데이터 활용사례 – 정적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고도화 솔루션
단기

O

O

추진시기
중기

O

O

O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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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4절 생태계 조성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방안
1. 교통 빅데이터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78)”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좀 더 사회
현안과 같은 작은 개념에서 바라보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주체적 행위를 하며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교통 빅데이터는 기존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수집된 지능형교통체계 기반의 데이터에서부터 다양한 ICT 기술로부터
수집되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총칭한다.
특히,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방대성, 실
시간성 등의 측면에서 대표적 빅데이터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교통 빅데이터
는 다양한 기기 혹은 인프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 및 기업조차 다양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초연결·초지
능 사회에 있어 ‘모빌리티’ 사업이 화두되고 있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
기 위한 관련 데이터들의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빅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의 핵심 사항으로 교통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현
재까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및 방향 정립은 생태계를 정의하고 이를 구축하
기 위한 구성요소 기술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방향에서 전
술한 바와 같이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접목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데이터 유통 측면에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78) 오승은(2006),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연세행정논총』, 2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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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하의 ICT 데이터 유통체계 진단 및 생태계 조성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했다(이재학 외, 2013).79) 이 연구에서는 ICT 데이터의 유통체계
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설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표 4-11> 데이터 유통체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도출
방안

관련 사업

1. 법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운영

1. 거버넌스

2. 국내 ICT 데이터 관련 기술경쟁력 제고

2. 플랫폼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마련

1. 거버넌스

4.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3. 교육 및 일자리 창출

5.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

2. 플랫폼

6. 데이터 공유를 위한 문화조성

3. 교육 및 일자리 창출

7. 민간부문 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4. 서비스

8. 관련정보의 통합제공 서비스 및 체계 구축

2. 플랫폼

9. ICT데이터 기반확충을 위한 인식전환 노력

3. 교육 및 일자리 창출

10. ICT 산업육성과 고용창출 관점

3.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주: 이재학 외(2013), 『빅데이터 환경하의 ICT데이터 유통체계 진단 및 생태계 조성방안』, 미래창조과학부,
내용 재정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국토교통 공공부문 데이터 공유 및 유통체계를 활
성화 방안으로 ‘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관리 방안 연구’80)를 수
행했다. 수행결과, 국토교통 빅데이터 정책추진 전략별 추진과제를 <표
4-12>와 같이 도출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우선적 추진전략
과제로는 국토교통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으며, 그 다음으로 유통
체계, 융합 활용 활성화(서비스 개발), 민관협력 강화, 연구개발 확대, 인적역

79) 이재학 외(2013), 『빅데이터 환경하의 ICT데이터 유통체계 진단 및 생태계 조성방안』, 미래창조과학부.
80) 황명화 외(2018), 『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관리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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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 순으로 제안했다. 민관협력 강화, 연구개발 확대, 인적역량 강화는
생태계 및 거버넌스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빅데이터 관련
사업으로 재정리해 보면 1) 생태계 및 거버넌스, 2) 유통 플랫폼, 3) 교육 및
일자리 창출, 4) 서비스 개발로 나눠진다.

<표 4-12> 국토교통 빅데이터 정책추진 전략별 추진과제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조직
및
제도

1. 국토교통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빅데이터 전담위원회 신설(단기)
- 국토교통 빅데이터 총괄센터 신설(중장기)
- 국토부 고유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소유·관리 가이드
라인 개발

표준/
품질/
유통

2. 국토교통 빅데이터
통합관리 및 유통 체계
구축

- 기준 데이터 선정 및 참조키·연계키의 표준화
- 국토교통 빅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 분산형 빅데이터 통합관리 및 유통 시스템 개발

활용

3. 빅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등 민간활용 지원 강화
-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 정책 인사이트 발굴 지원
-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정책분석지원체계 구축

산업

4. 데이터개방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 산업계 수요 높은 마중물용 공통기반 데이터 구축·개방
- 민관협력 협의체 구축 및 선도적 협업 프로젝트 진행
- 국토부의 민간데이터 통합 구매 체계 구축

기술

5. 국토교통 빅데이터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이종 빅데이터 연계·융합 지원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시민센싱 등 신기술 기반 혁
신적 빅데이터 구축·활용 기술 연구개발

인적
역량

6. 국토교통부 전사적
차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
-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취급 관련 교육 확대

주: 황명화 외(2018), 『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관리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p. 112

유통체계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해당 절에
서는 거버넌스 구축 및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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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생태계 조성
생태계 조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해당 주체(데이터 생성자,
수집자, 가공자, 제공자 등)들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을 활성화시
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첫째, 생태계에서
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내포해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유통체계 혹은 플랫폼 등을 개발하거나 하나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도적 정비는 자연생태계와 달리 변화가 빠른 데이터 경제 생태계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주체 간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주체 간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보다는 운영자(혹은 공급
자) 입장에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단타성 비즈니스 서비스를 개발·운영
하고 있다. 셋째,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아무리 빠
른 법·제도적 정비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필요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 및 동의를 걸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따라서 시대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능동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데이터 경제
시장에 대한 개념 및 플랫폼에 대한 교육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실행방안이 없다. 이는 주체 사이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일반인들에게도 이해도를 높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생태계의 핵심은 거
버넌스가 핵심이다.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데이터 경제 시장에서 발생되는 모
든 이슈들을 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주체들이 데이터 이용권
한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4-4>에 거버넌스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림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태계는 크게 거버넌스 생태계와
서비스 생태계로 나눌 수 있다. 거버넌스 생태계는 데이터 경제 시장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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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여러 이슈들을 거버넌스로 제기하고 거버넌스에서는 정책 및 방향, 그
리고 법·제도 정비 등을 의사결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주체로 다시 흘려보내
는 구조를 말한다. 서비스 생태계는 데이터 경제 주체와 이용자 간의 의사소
통 창구부터 유통체계까지 전반을 일컫는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4-4> 거버넌스 기반 데이터 생태계

3. 거버넌스 역할 및 기능 정립
<그림 4-4>에 제시된 거버넌스 생태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은 의사결정 및
정책 제시의 최종 결정 기구로서 1) 현안 의사결정, 2)법·제도 정비, 3) 데이터
유통생태계 지원, 4) 메타 데이터 관리, 5) 데이터 수명주기 결정, 6) 데이터
품질보증 체계 관리, 7) 교육 및 의사소통 창구 지원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우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방안과 메타 데이터 관리,
데이터 수명주기 결정 및 데이터 품질보증 체계 관리에 대해 다루고, 추후 법·
제도 정비와 교육 및 의사소통 창구 지원 및 운영에 대해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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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버넌스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교통 분야의 거버넌스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관·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서 얼라이언스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자들은 데이터 생성하는 생성자부
터 제공하는 제공자까지 모든 주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거버넌스 협의체의 회의는 접수되는 안건에 따라 개최될 수도 있으나
정기적인 소집을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 능동적인 법·제도
정비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데이터 3법과 관련된 법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하며,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한다. 거버넌스의
위원장은 교통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로서 관·산·학·연에서 2명씩 공동대표를 선임하여 임명
시키도록 한다. 임기제로 진행하여 한쪽 측면의 이해관계만 의사결정에 반영되
도록 함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협의체에서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무국과
간사를 두어 빅데이터 시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거버넌스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사무국은 현재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지속가
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같은 방식
으로 별도 설립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나. 메타 데이터 관리
메타 데이터란 데이터의 구조, 작성에 사용된 원천자료에 대한 설명, 변환,
사용된 용어, 가공방법 등 데이터가 생성될 때부터 가공되어 활용되고 나서
폐기처리될 때가지 데이터의 생애를 설명하는 자기소개서이다. 빅데이터의
다양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메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데이터와 신규 빅데이터와 관련된 메타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
다. 이는 어디에서 생성되어, 어떻게 변환되고, 그리고 어떤 통합과정을 거쳐
어느 곳에 저장되는 것까지에 대한 로그 정보 관리를 해야 하며, 데이터의 추
출 주기 또한 기록되어져야 한다. 빅데이터 용어의 비즈니스 사전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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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롭게 제시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데이터 품질 보증 체계
데이터 품질 보증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 또한 중
요하다. 데이터 품질 체계에서는 우선 데이터에 관하여 품질 측정, 개선, 인증
과 무결성 보장 등의 규정을 정해야 한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민
감하게 사용될수록 품질관리는 사실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진다. 특히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보호함과 동시에 활용가능토록
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사람과 화물의 위치정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품질 보증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 부문의 특성상 품질 보장보다는 실시간성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품질과 실시간 활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품질 보증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 정확성(accuracy), 2) 완전성
(completeness), 3) 유효성(validity), 4) 적시성(timeliness), 5) 접근성
(accessibility), 6) 포괄성(coverage)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81)
실시간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 품질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
다. 정확성은 관찰된 샘플 자료와 모수의 참값과의 차이인 상대표준오차를 의
미하며, 표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의 참값을 비교하여 현재 데이터가 얼마
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일정 주기별로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해야만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 완전성은 완전 무결하게 수집된 자
료와 오차나, 미관측 자료가 포함된 자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실제 자료
가 데이터 클리닝 단계를 거치고 나서 얼마나 이용 가능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81)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2004), Traffic Data Quality Measurement: Final Report, p. 9,
최대순(2009), 『ITS 정보신뢰성 개선 및 평가에 대한 연구』, 국토교통부, pp. 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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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적시성은 기준시간에 도착한 자료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기준 시간 이전에 루프 혹은 지점별 원시자료(교통량/속도/점유율)가 센터까
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만족하는 원시자료의 비율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
공함에 있어 필요한 데이터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비율을 뜻한다. 접근성은
데이터 이용자가 자료에 접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5분
단위로 수집된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지국이 수집하여 중앙서버로 보
내 연구자간 분석이 가능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접근성의 평
가 목적은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성은 시스템 설
치 범위 중 자료수집 범위의 비율로 자료가 커버할 수 있는 구간의 비율을 나
타낸다.82)
이력자료 측면에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정확성은 실
제 현장에서 수집된 참 값(Ground Truth)과 이력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즉,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가로 정의될 수 있다. 완전성은 이력데이터 중
결측되지 않은 데이터의 비율로 설명될 수 있다. 유효성은 완전성 평가를 거
친 데이터 중 유효한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적시성은 이력데이터
가 기준시간에 도착한 데이터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접근성은 데이터 이
용자가 이력데이터에 접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포괄
성은 자료수집 범위의 비율로 이력데이터가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모두 실시간 데이터와 유사하게 측정될 수 있다.

라. 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유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데이터를 수

82)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2002), Defining and Measuring Traffic Data Quality, p. 14,
최대순(2009), 『ITS 정보신뢰성 개선 및 평가에 대한 연구』, 국토교통부, p. 177 중 <표 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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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조사하고 구축 대상을 선정하여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융합 데이터로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수
익에 대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에 수익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공급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제공자에게는 데
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석환경에 맞추어 가공된
데이터와 원천데이터에 대한 가격 차별화를 실시하고, 다운로드하여 반출하
는 경우와 내부에서 분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적인 가격 정책을 실시해
데이터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데이터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데이터 유통 거버넌스 정책이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의 데이터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이다. 여전히 데이터는 주
로 구축한 기업과 기관에서만 사용되고 유통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데이터 산업이 자리 잡기 위해 『2018 데이터 산업 백
서』에서는 총 3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기업들의 역할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언제든지, 쉽게 연결될 수 있어
야” 한다. 둘째, “수요자가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공급자는 규제를 충족하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데이
터의 편중을 해소하고, 데이터의 거래 규칙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환경이 갖
춰져야” 한다.83)

마. 데이터유통 플랫폼 운영 및 플랫폼 연계지원
정부는 2018년 4월 기존 공공기관들의 데이터 통합 제공 웹페이지인 데이
터스토어(www.datastore.or.kr)를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유통 플

83)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 데이터 산업 백서』,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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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인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 기반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공공 데이터 외에도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를 등록받아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중개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데이터들이 연계되어 융복합 연구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CKAN과 같은 개방형 데이터 스토어는 중소기업과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스토
어들이 국내의 데이터의 중개와 거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데
이터 스토어와 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구매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
성원들이 쉽게 데이터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소가 필요
하다. 따라서 누구나 데이터 허브에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이는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빅데이터 센
터에서 생산·제공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유통에서 되고 있는 데이터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제
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상세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84)

84)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p. 71-72

114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 72

<그림 4-5>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한 데이터 검색체계

바.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이나 가명정보로 처리하고 이를 다른 데이터 소
스와 결합하여 연계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폐쇄된 데이터 안심 구역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들은 이곳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가명정
보를 통해 연계되며,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값
만을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는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된 공공기관과 민
간기관의 데이터가 동시에 저장되어 가명정보를 통해 자료를 매칭시킬 수 있어
야 하며 안심구역 안에서는 다양한 분석도구들에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쉽게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85) 특히, 교통부문의 데이터들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형성하여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해
당 존 안에서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원시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85)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 데이터 산업 백서』, p. 5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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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치 표준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은 데이터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
한 가격산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각 빅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플랫폼
간에는 데이터의 가공이나 연계 비용을 면제하고 개인정보는 가명정보나 익명
정보를 사용하여 비식별화 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과적
인 데이터 유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는 표준 기준을 만들어하며
다양한 사용법에 따른 데이터 사용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 데이터인 경우에도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데이터의 가격을 책정하
는 절차를 표준화해야 하며 민간데이터의 경우에도 메타데이터를 사전에 제공
하여 데이터 구입 전에 구매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서」, p. 70

<그림 4-6> 데이터 가격 산정 절차 및 기능

5. 법·제도 정비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상당수가 개인 정보
에 해당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과의 충돌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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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 데이터의 유통을 규제하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호호법, 신용정보법, 정보 통신망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개
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혼란을 줄여나
가야 하며,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통합하는 정비
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과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86)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구분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
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된 자료”87)를 가명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공”88)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6)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2019.10.30.)
87)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Sc.do?query=%EA%B0%9
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und
efined(2020.02.15.)
88)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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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국토교통 빅데이터 정책추진 전략별 추진과제
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EU GDPR
반영)
① 통계 작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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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주: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
915(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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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
민등록번호 및 영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
여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
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
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
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
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신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
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신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
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신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자료: 국가법령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신구법 비교｣, http://www.law.go.kr(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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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망법
또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다른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는 경우 데이터 생산자와 사용자의 혼란과
중복 규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항은 「개
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감독 주무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
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89)

다. 신용정보법
신용정보 보호법은 빅데이터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은행, 카드, 보험 등 다
양한 금융 분야에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에 대
해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가명정보의 경우 상업적 목
적을 포함하여 통계 작성과 연구에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
하여 다양한 데이터들이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장치 마련을 위하여 데이
터 결합은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산업을 전면 도입하여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체
계를 마련하였다.

라. 규제 샌드박스
2019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

89)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
8867915(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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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90) 이 중 교통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KST 모빌리티의 대형승합택시 합승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3개월간 차량 6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해 보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올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95건이 처리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지 않은 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샌드박스 내
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으로 이행해야 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
스에 대한 서비스 기반 측면에서의 샌드박스는 가능하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측면의 규제 샌드박스는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 특히, 교통 부문의 하향식 서
비스는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인사이트의 도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
통부문에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6.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 마이데이터(MyData)
2020년이면 전 세계 대표 도시에서 매일 200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발생
할 것이며, 이들 데이터의 99%를 사물이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1)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양으로 인해 데이터 폭증 시대가 도래했지
만, 기업·정부·공공기관이 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데이터의 생산은
개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는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제로 생산하는 개인의 입장에
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Data)’다. 한국데이터진흥원
(2018)에서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업계의 요구와 디지털 인권을 결
합한 개인데이터 관리의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9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과학기술정통부, 2019.11.27.),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62(2019.12.10.) 내용 중
발췌
91)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 데이터 산업 백서』, p. 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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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92) 따라서 각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자신의 활
동으로 파생된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 데이터 산업 백서』, p. 49

<그림 4-7> 마이데이터의 개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개인데이터는 21세기 사회의
모든 측면을 다룰 새롭고 가치 있는 자원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93). 이는
마이데이터의 가치가 사회적 및 실용적인 측면에서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9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8), 『2018 데이터 산업 백서』, p. 28 인용
93) 위의 책, p. 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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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동향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명칭

Smart Disclosure

Midata

MesInfos

Mydata

추진
목적

소비자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 지원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의사결정 능력
제고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개인데이터
활용 편익 공유

개인 중심의
프라이버시 통제
및 데이터 가치
증대

편익

소비자 효용성 향상

경제 활성화

개인데이터 활용
편익의 개인,
조직, 사회 공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체계

정부 전담기관
(OMB, NIST)
분야별 추진은
전담부처에서
진행(재향군인청,
ONC, 에너지부 등)

정부
전담기관(BEIS)
민간연합체(운영
및 활동위원회)

민간연합체(FING
& Cap Digital)

정부
전담기관(교통통
신부, LVM)

민간
참여

Greenbutton
Alliance
(에너지분야)
Bluebutton
Alliance(의료분야)

운영 및
활동위원회(규제
기관, 소비자단체,
분야별 기업 등
26개 기관)

파일럿 테스트
참여 기업(데이터
제공기업 없음 +
보험, 은행, 유통,
텔레콤 6사 +
서비스 지원 2사)

Mydata
Alliance(교통통
신부 포함 40여개
기업 및 기관
참여)

관련
정책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for USA(‘11)

법제화

대통령
지치/행정명령으로
소비자 요청시
공공·민간의
데이터 제공 의무화

Better Choice,
Better Deals(’11)
Open Data
initiative(’12)
Open Data
Strategy(’14)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금융, 에너지,
통신분야 의무화)

없음

디지털 비즈니스
성장 전략(’15)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16)

GDPR/PSD2 준수
Digital Republic
Act(소비자
데이터 이동 조항
포함)

GDPR/PSD2 준수
핀란드 자체
의무화 법제도
없음

레인보우버튼(GD
PR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송·공유
표준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Trust Network
프레임워크
제시(표준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기반시설)

의료, 에너지,
개인, 일상 등

건강

표준

민관 협력을 통행
분야별 표준 및
상호 운용성 확보

Open Standard
Format
준수(재사용
가능하고 기계
가독형 데이터)

활용
분야

건강, 에너지, 교통 등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자료: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 데이터 산업 백서』, p. 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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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자료 기
반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2차와 3차 산업
혁명은 핵심이 석유·석탄과 같은 자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인력 그리
고 자본이 결합된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원은 바로 데이터이다. 차량 내비게이션, 모바일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
수많은 IoT 장비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동과 활동들이 기록되고 있으며 이를
저장하는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빅데이
터 기술로 인해 데이터 자체의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유통 사업들의
등장 등 데이터의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 단계가 하나로 결합된 데이터 생태
계가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고
있으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또한 포함하는 개념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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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경제의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 자체가 타 부분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
는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 공공 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과 공공과 민간의 데이
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융합 서비스이다. 「2019년 OECD 정부백서
(Government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는 1점 만점에 0.93점으로
OECD 회원국 기준 1위를 차지했지만, 2019 정보화 통계집(한국정보화진흥
원, 2019a)에 따르면 의하면 2018년 기준 전체 조사 대상인 사업체 401만여
개 중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13%(약 50만여 개)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체(351만여 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3.9%가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4) 이는 우리나라는 많은 공공데이터들이 개방이 되고
있지만 쓸 만한 데이터에 대한 개방은 매우 적은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공
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정보, 자동차 운행 기록 정보, 자동
차 등록 정보 등에 대한 개방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와 실국별 데이터
제공 및 공개에 대한 판단 기준의 부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 관리
기관별 권한 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조차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외부기관에서는 필요한 데이터의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
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활용 가능 자료가 한정적인 상황이다. 데이터의 구
축·유통·활용 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않고 폐쇄적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또한 진행되지 않아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94) 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정보화 통계집』, pp. 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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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의 경우 자체 회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내부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한정적으로
만 사용 중이다. 내비게이션 기반의 속도, 교통량 자료, 모바일 기반의 유동인
구 자료 등 교통부문의 기초자료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으며, 배포하는 자료 또한 마스킹 등을 통해 가공된 자료가 배
포되어 실제 분석에 바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경제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도출하는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두 경제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만 데
이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데
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은 주로 데이터를 자체를 가공하고 유통하는데 주력하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관련 각
기관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쌓아두고 있지만 각 기관이 연구와 수집의 목적
으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 및
융합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데이터에 바탕을 둔 혁신
적인 서비스 발굴 사례는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
이터들을 원천데이터 형식으로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교통부문 이외의 연구자
와 스타트업 회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 제안이 가능하도록
유통과 융합을 목적으로 데이터 형태를 개편하고 표준화 하는 공공데이터 통
합 표준화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은 공공재이므로 공공이 나서서 민간과 공공의 융합 데이터셋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부문의 데이터셋은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구축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학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
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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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2절 정책 제언
교통부문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적극
적인 협력을 위한 정부의 거버넌스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우선 공공부분은
교통부문 데이터가 막힘이 없이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그리고 교통부문의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 선순환 구조의 유통체계는 크게 데이터 생성자, 수집자, 가공자, 제
공자, 이용자로 나눠질 수 있다. 따라서 교통부문의 데이터 유통체계는 데이
터를 만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모든 주체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윤이 발생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유통체계 혹은 플랫폼 등을 개발하거나
하나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는 자연생태계와 달리 변화가
빠른 데이터 경제 생태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
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
체 간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보다는 운영자(혹은 공급자) 입장에서 트렌드
를 따라가기 위한 단타성 비즈니스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시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슈들을 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주체들이 데이터 이용
권한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교통부문의 여러 공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된 형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공급자 위주
의 데이터만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며, 데이터 생산자들이 유통과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오히려 데이터 유통이 분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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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동
시에 제공하고자 하므로, 해당 기관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새로운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관과는 경쟁관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제공 기
관은 경쟁이 예상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관에게는 데이터 제공이 소극
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데이터 생성기관에서 제공한 통계 혹은 지표와 데이
터의 제공은 기관에서 생성하는 통계 혹은 지표와의 차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데이터 제공 기관은 데이터 제공에 더욱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데
이터를 제공받아 새로운 통계들을 발표하는 기관에 알고리즘과 가공 로직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장벽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교통부문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 기관과 데
이터 제공기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기관을
분리하여야 한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과
같이 데이터 수집과 솔루션 제공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통 빅데이터 시스템의 원래 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
람과 차량, 화물의 이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
립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데이터 수집과 솔루션 서비스 제공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은 데이터 독점 기관의 설립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데이터 수
집과 솔루션 제공 기관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 생성-가공-유통 단
계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생성
-가공-유통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이 된다면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의 다
양성이 줄어들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의 가능성 또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교통 빅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의 핵심 사항으로 교통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융합
데이터 허브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또한 필요하다. 데이터 허브에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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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표준화를 실시해 나가야 하고, 데이터 제
공 범위 확대 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예외 조항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인증 방안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개편
하여 데이터의 수집과 융합을 총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주요 나라
들은 국가/중앙정부 및 도시 차원 또는 공공 부문 조직 내 데이터 전담 기관
과 조직 및 인력의 구성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청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책임자를 지정하고 데
이터를 표준화해 나가고 여러 공공 기관들과 민간이 상호 호환이 가능한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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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the Activation Plan for the Service based Data
Economy
Dongik JANG․Jujoung KIM․Soung-Pyo HONG․Tai-Jin SO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data-based revolution produced by
various Internet of Things (IoT) equipment. If the cor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ast was resources such as petroleum and coal, the core resource of the
digital revolution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ata. Through many
IoT devices such as vehicle navigations, smart devices, and mobile phones, all
of our movements and activities are recorded, and the technology for storing
them is rapidly evolving. Therefore, various big data technologies that take
advantage of them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ata as resources.
On January 16, 2019, South Korea government announced the “Data and AI
Economy Revitalization Plan(2019~2023).” The roadmap for the discovery of
innovative servic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presented by bridging
technology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activating data distribu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the government proposes a vision of 'the country
that uses data and AI the safest and best', and aims to become a ‘leading nation
in the data and AI econom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ata economy status of various coun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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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it to the one in Korea. In the context of the data economy revitalization
method using big data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available data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nd the current status of linkages.
This study found that the role of the public authorities is limited to distribution
of important data of public sector. Also, the systems from various public agen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provide data collected from the developed system
only in aggregated forms, so only the supplier-oriented data can be accessed by
users and data producer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strong tendency that data
distribution is fragmented and disconnected. Thus,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requires the separation of data generators from data providers; and
data-based services and from solution providers.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a
data center for data quality cer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was suggested.
This study suggested the way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o create the new value based on data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innovation growth.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widely used as a foundation for data sharing and convergence by big data
centers and platfor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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