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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t breakthrough continues in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analysis and the utilization of the big data which
constitutes a foundation for the field. In this background, while the economic value of the data held
by the corporates and public institutions is well recognized, the research on the evaluation of its
economic value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part of the economic value evaluation
of the data, we have conducted the economic value measurement of the data generated through the
small business guarantee program of Korean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KOREG).
To this end, by examining the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the economic value measurement of
the data and intangible assets at home and abroad, we established the evaluation methods and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For the data value measurements in this paper, we used ‘cost-based
approach’, ‘revenue-based approach’, and ‘market-based approach’.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d result of economic values generated through each approach, we conducted expert
verification with the employees. Also, we derived the major considerations and issues in regards
to the economic value measurement of the data. Thes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empirical
methods for economic value measurement of the data in the future.
Keywords: Data Valuation, Public Sector Data, Business Credit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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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들의 고려가 필요하다(Goodhue et al.,1992; Moody
and Walsh 1999; Higson and Waltho 2009).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가치

현재까지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의 거래 자

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창출이

체가 매우 희소하며, 데이터 자체가 갖는 경제적 가치

가능한 수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에 대한 실증적 평가 방안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

있다. 데이터의 활용은 기업에 있어서 의사결정 지원과

러한 현황에서 기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론들을

비용 절감,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공분야의 정책 및 제

검토하고, 주요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들의 활용 가능

도 개선, 공공 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점이 본 연구가 갖는 주요 학문

데이터가 보유한 잠재적 가치의 기대가 높아지는 추세

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수집된 데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안 개발

터의 규모가 크고, 활용 범위 또한 다양함으로 그 가치

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

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허필선 외 2013; Aggarw-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비용기반 접근법’,

al 2015; Kim et al. 2014).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상

이렇듯 데이터는 자본 및 원자재와 동일하게 경제적

공인 신용보증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

부가가치 발생이 가능한 자산으로서 광범위한 분야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가치평가 시 고려되어야

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식 거

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향후 데

래소와 유사한 데이터 거래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민간

이터의 경제적 가치 산출을 위한 방안 제시에 도움을

및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Chen et al. 2012;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식DB포럼 2014). 논의되는 바와 같이 향후 데이터 거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형자산

래소가 설립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

과 연계가 활발해질 것이며,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과

들을 검토하며, 3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

활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한 데이터의 특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경제적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한 활용 환경의 조성 노력은

를 위한 ‘비용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수익기반 데이터

그 논의에 앞서 고려해야 될 몇몇 주요 사항들이 존재

가치평가’, ‘시장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하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제시한다. 4장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에

품질 보장, 데이터의 공정 가격 측정 등의 문제들이 이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 결

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

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가치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 중에 데이터의 공정 가

사항들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

격 측정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고, 데이터 자체가 갖는

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경제적 가치 측정 방안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공
공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책정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여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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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존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인에 대한 분석 연구(추기능·박규호 2010), 기존 국내

다. 본 연구에서의 가치평가 대상인 공공부분 데이터는

외 기술 가치평가 방법론과 각각의 평가 모형들의 분석

상품과 같은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라는 점과 현

을 통하여 특허기술 평가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가

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평가를

있다(박선영 2007). 이 밖에도 무형자산의 특성을 고

위한 비교 대상이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

려한 가치평가 방안 연구(Rodov and Leliaert 2002),

존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 시에 활용되는 주요 방

무형자산의 가치와 기업가치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

연구 등이 존재한다(이동규·김용인 2003; Choi et al.

가 시에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는 다른 주요 고려사항

2000).

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
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다수의 관련 연구

2.1 무형자산 가치평가 연구

들은 가치평가 대상이 시장에서의 거래가 희소한 특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은 경제적 가치평가 접근

으로 인하여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법, 효용가치 접근법, 정보체계 접근법 등의 방안이 존

유사 상품 및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우열을 확인하

재하며, 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와 같이 계량적으로 평

는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평가

가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적 가치평가 접근법의 활용이

관련 연구들은 비용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시

가능하다(정동열·조찬식 2006). 무형자산에 대하여 경

장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

제적 가치평가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는 기술에 대한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

치평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

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련된 연구들이 존재한다. 기술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요

위한 비용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

연구들은 기술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

법의 활용 방안과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과 편익을 분석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정 한 연구(이재

바탕으로 각각의 접근법 활용 시 주요 고려사항을 확인

억 2001), 기존의 기술 가치평가 연구들의 검토를 통하

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수집된 데이터의

여 가치평가 방법론들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실제 기술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시사점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의 가치를 수익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김
태완·윤재홍 2012), 기업의 기술에 대한 기존 가치평가

2.2 데이터 및 정보의 가치평가

방법 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이성욱·김유찬 2012).

데이터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지식정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상은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으

보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비용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

근법, 수익기반 접근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연

구로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구가 있으며, 가치평가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진부화 문

을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

제, 잔존 수명의 추정, 소유권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

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전·후방산업과의 연쇄효

하였다(박현우 2002). 국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투

과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상기·임효정 2013).

자대비수익률의 개념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익율(RoB:

또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특허 기술

Rreturn of Byte)을 정의한 연구와 자산으로서 정보

및 소유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수명 추정과 결정 요

의 가치 측정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경제적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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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들을 언급한 연구가 존재한다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

(Awadallah 2013; Moody and Walsh 1999).

본 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의 가치평가

Awadallah(2013)는 1 byte의 데이터 단위를 기준으

를 위한 ‘비용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접근법’의 상세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기존 선

과 비교하여 데이터가 창출하는 수익의 비율을 측정하

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기술, 특허, 지식재산권과 같

는 데이터 수익율(RoB)을 정의하였다. 데이터 수익율이

은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에는 ‘비용기반 접근법’,

1보다 크면 데이터에 투입 되는 비용대비 가치가 크다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의 활용이 가능함

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작으면 데이터로 발생되는 가

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에서 평가 대상의 특징을 고려

치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Moody and

하여 방법론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Walsh(1999)는 자산으로서 정보가 가치를 갖기 위한

3가지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여 주요 고려사항들과 평

특성으로 ‘정보의 공유 가능성’, ‘사용에 따른 정보의

가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치 증가’, ‘정보의 종류에 따른 시간적 진부화’, ‘정보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의 적용에 앞서 신용보증재

의 정확도에 따른 가치 증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

단중앙회 내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에

한 가치 증가’, ‘적정한 필요 정보의 양’의 7가지 사항들

대한 전반적 특성과 주요 사항들을 확인하였으며, 이

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특성들을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

를 바탕으로 가치평가 수행 시 활용되는 주요 지표들

하여 해석하면, 정보는 공유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통해

을 도출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 활용

그 가치가 증가하며, 정보의 종류와 시간 경과에 따라

되는 시간적 진부화, 상대적 중요도, 데이터 기여도 등

가치 하락이 발생된다. 또한 정보는 그 정확도가 높은

의 주요 지표들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관련 업무 특

경우, 다른 정보와 연계을 통해 가치 증대가 가능하다.

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관련 업무 종

그러나 정보의 가치는 양과 비례하여 무조건적으로 증

사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 설문을 통하

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가 많을 경

여 의견을 취합 및 도출하였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우에는 저장과 관리에 대한 비용 증가의 문제로 그 가

주요 가치평가 대상 데이터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보증 신청 시 발생되는 보증 데이터, 보증 대상자의 대

데이터 및 정보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존 국내외 선행

출금 연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및 대위변제 데이터,

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정보의 측면에서 비용기반 접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생성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근법, 시장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을 시도한 연구

관련된 통계 데이터로 구분된다.

는 있으나, 데이터 자체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측정하고
자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

3.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 데이터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보증 데이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

를 활용하여 실제 데이터가 갖는 가치를 정성적으로 식

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

별하고 정량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

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강만수·배

러한 점이 기존 선행 연구들과의 주요 연구 차별점이라

진성, 2016).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업무 및 신용

고 할 수 있다.

보증재단중앙회 관련 업무를 통하여 발생되는 데이터
는 다음과 같다. 주요 데이터는 보증 신청 과정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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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및 관리되며, 신용보증 업무를 통하여 발생된 보증

다. 본 연구에서 비용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데이터의 가

관련 데이터는 집계 및 분석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치평가는 데이터 생성에 소요된 비용 추정을 중심으로

과 관련된 주요 통계 데이터로 재가공 된다. 이 밖에도

수행된다. 여기서 데이터 생성에 소요된 비용은 크게

보증 대상자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사고 또는 대위변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간접비의 경우 포

와 관련된 데이터가 취합 및 관리되고 있다.

함 정도의 파악에 한계점이 존재하여 직접비만을 데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 보

터 생성 비용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증 관련 데이터는 개인 신용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데이터 생성 인건비는 보증 데이터, 대위변제 데이터,

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의 직접적인 공유와 활용 측면에

사고 데이터 각각의 생성 업무별 투입 인력들의 평균연

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업종 및

봉과 관련 업무들의 평균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추정하

창업 현황에 대하여 지역별 집계를 통해 시계열 분석

였으며, 이를 연도별 생성된 데이터의 시간적 진부화를

자료와 같이 재가공하여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소기

고려하여 비용기반 데이터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업·소상공인 현황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다른 기관에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전산 비용은 2010년부

서는 수집 및 관리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집계 및 분석

터 2014년 까지 5년 간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6개

된 데이터는 보증 신청자의 신용 평가 모형 수립, 소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전산 비용을 확인하여 현재가

공인 현황 조사,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등 소기업·소상공

치로 환산하였다. 전산 비용은 데이터 저장 및 관련 전

인 활성화 방안 개발에 활용된다.

산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관련

된 비용이며, 전산 시스템이 데이터 생성 및 관리에 기

데이터는 직접적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여하는 비율을 설문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되며, 간접적으로는 지역별

전산 비용과 데이터 생성 및 관리에 기여하는 비율을

상권분석, 대출 증감 분석을 통한 경제 현황 지표 산출

곱하여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전산 비용으로 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활용성을 갖는 가치있는 공

정하였다. 비용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의 주요 평가

공부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데이

요소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터의 가치는 단순 활용 가능성의 차원이 아닌, 현재의

본 연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데이터, 사고

시점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확인하였을 때 그 가치

데이터, 대위변제 데이터의 생성 비용 산출 방안은 식

가 정확히 인식되고 증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1)과 같으며, 시간적 진부화 고려를 위한 데이터 진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부문

화 할인율은 각각의 데이터가 1년 전 생성된 데이터와

데이터 중 하나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

비교하여 갖는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공인 보증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안

추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였다.

식 (1)

3.2 비용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
비용기반 접근법은 가치평가 대상을 동일하게 재생
산 하거나, 유사한 효용 획득이 가능한 대체 자산의 보
유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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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용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요소

보증신청과 관련된 데이터는 보증 진행 중인 경우에

3.3 수익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

는 활성 데이터로, 보증이 종료된 데이터는 비활성 데이

수익기반 접근법은 가치평가 대상의 재생산이나 대

터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비활성화된 보증신청 데이터

체 자산을 획득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의 경우는 설문을 통하여 활성화된 보증신청 데이터 대

평가 대상이 지닌 향후 수익창출 능력에 중점을 두는

비 진부화 할인율을 추정하였으며, 식 (1)과 동일한 방

가치평가 방안이다. 즉 가치평가 대상을 보유함으로써

안으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산출한다.

향후 발생되는 경제적인 수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산

최종적으로 다음 식 (2)와 같이 활성화된 보증 신청

출한다. 수익기반 가치평가 방안의 적용 시 주요 평가요

데이터와 비활성화된 데이터의 가치를 합산하여 보증

소는 평가 대상의 예상 현금흐름 기간, 시장규모, 매출

신청 데이터의 총 생성 비용을 추정한다.

액, 원가, 예상 비용, 사업위험에 따른 할인율, 평가 대상
의 기여도 산출 등이 존재한다(김태완, 윤재홍, 2012).

식 (2)

본 연구에서 수익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의 활용
은 평가대상이 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데이터가
실제 경제적 수익 획득을 목적에 두지 않고 공공부분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
터 활용을 통한 주요 편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용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보증 평가
모형의 사용을 통한 보증 사고 감소 편익이 존재한다.
이는 정부 재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공공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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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편익으로 볼 수 있으며, 평가 모형의 사용을

식 (4)

통한 사고 감소액에서 평가 모형 개발 비용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를 위하여 연도별 사고감소액 추정치는 다
음 식 (3)과 같다. 여기서 평균 사고 감소율은 평가 모형
사용 여부에 따른 사고율 차이를 신용 등급별로 합하
여 신용 등급별로 전체 보증액 대비 비율로 곱하여 도
출한다.

둘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를 활용한 편익은

식 (3)

유관 기관과의 데이터 교환 편익이 존재한다. 이는 소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업무 시에 개인 신용정보
와 관련된 데이터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고, 신용보증
재단중앙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환 편익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외부 데이
터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아야 한다. 따라서

평가 모형 사용을 통한 사고 감소액의 산출은 다음
식 (4)와 같으며, 총사고 감소액의 현재 가치에 신용보
증재단중앙회 데이터의 기여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최종적으로는 평가 모형 사용을 통한 총사고 감소액
의 현재가치에서 평가모형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율 감소 편익
으로 추정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 교환을 통하여 발생된 비
용의 감소를 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획득한 편익으로 간
주한다.
앞서 언급한 평가 모형 사용을 통한 사고율 감소 편
익과 데이터 교환 편익을 고려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의 수익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요소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수익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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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장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

2002).

시장기반 접근법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는 시

본 연구에서의 평가대상이 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에서 평가대상과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데이터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

격을 비교·검토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무형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의 시장

자산의 시장기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대상과 비

기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제시한 기술보증기금

교가 되는 무형자산이 시장에서의 수익성, 유효성, 성

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참조한다(산업통상자원부

장성, 시장점유율 등 특징이 유사해야 하며, 경제 환경

2014). 신용보증중앙회 데이터의 시장기반 가치평가 접

에 따른 시장에서의 수명 또한 고려해야 한다(박현우

근법의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장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요소

유사 데이터 활용 기업의 현재가치 환산 방안은 다음

식 (5)

식 (5)와 같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데이터와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유사 기업들의 과거 실
적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연한, 현금흐름, 할
인율, 데이터 기여도를 측정하고 과거 실적을 현재가치
로 환산한다.

: 유사기업 T의 현재가치
: t기간의 현금 흐름
: 유사기업 T의 사업가치 중 데이터의 기여율
: 현금흐름 추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을 고려한 현금흐름 추정기간
: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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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유사 기업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기업

4. 신용보증데이터의 가치평가 결과

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신용보증재단의 데이터의 가치비
율을 곱하여 가중 평균한 수치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1 비용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

데이터의 시장가치로 산출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의 비용기반 접근법 활용

시장기반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 수식은 다음

시 주요 평가 대상 데이터는 ‘보증신청 데이터’, ‘사고 데

식 (6)과 같다.

이터’, ‘대위변제 데이터’, ‘통계 데이터’이며, 각각의 데
이터 생성 업무에 투여된 인건비와 전산자원 비용을 중
심으로 추정하였다. 비용기반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해
서는 시간적 요소와 업무에 따른 데이터 활용 여부에

식 (6)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시간적 진부화와 보
증이 종료되었거나 보증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비활성
화된 보증신청 데이터의 진부화 할인율은 다음 <표 1>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 가치

과 같이 각각의 진부화 항목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산

∶유사기업(T)의 현재가치

출하였다. 진부화 할인율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설문

∶유사기업대비 신용보증재단 데이터 가치

내용은 예를 들어, 현재 활성화된 보증신청 데이터와

: 유사기업의 수

비교하여 1년 전 생성된 활성화된 보증신청 데이터의
상대적 가치 비율에 대하여 설문하였으며, 다른 진부화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설문을 통하여 산출
하였다.

<표 1> 데이터 진부화 할인율
진부화 항목

할인율

1년 전 생성된 활성화된 보증신청 데이터의 상대적 가치

67.1%

1년 전 생성된 비활성화된 보증신청 데이터의 상대적 가치

48.1%

1년 전 생성된 사고 데이터의 상대적 가치

61.7%

1년 전 생성된 대위변제 데이터의 상대적 가치

61.6%

비활성화된 보증신청 데이터의 활성화 대비 가치

40.8%

이를 활용하여 산출한 각각의 데이터 생성 인건비는

재단의 총 전산 비용에서 설문을 통하여 도출된 전산

보증신청 데이터 생성비용이 132.1억원, 사고 데이터 생

자원이 데이터 생성 및 관리에 활용되는 비율 68.3%를

성비용이 34.8억원, 대위변제 데이터 생성비용이 13.5

곱하여 412.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억원, 통계 데이터 생성비용이 4.1억원으로 총 184.5억

최종적으로 데이터 생성 비용 184.5억원과 데이터 생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성 및 관리 활용 비용 412.8억원을 합한 비용기반 데이

전산 비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6개 지역신용보증

터 가치평가 결과는 597.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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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익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

하였다.

수익기반 접근법에서는 신용보증 평가모형의 활용을

과거나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기

통한 사고율 감소 편익과 외부 연계 데이터와의 교환

업별 현금흐름의 할인율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편익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평가모형을 활용한 사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활용하며, 상

고율 감소 편익의 추정은 신용등급별로 평가모형 사용

장기업의 경우 주식 거래 활동을 통한 지표 계산이 가

시의 사고율 감소를 기초로 과거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능하다.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얻은 사고액 감소분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추정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기업

평균 사고 감소율은 0.9%로 확인되며, 연간 사고 감소

중에서 상장기업 NICE신용평가정보(주)는 FnGuide1

액 추정치와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모

에서 산출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이 9.68%로 확인하였

형의 데이터 기여도 46.3%를 활용한 사고 감소액 총액

다. 비상장기업인 한국기업데이터(주)와 코리아크레딧

의 현재가치는 324.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뷰로(주)의 할인율은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조하여,

사고 감소액 총액의 현재가치에서 평가모형 개발 비용

금융 및 보험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에서

24.5억원을 제외한 300.2억원이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비상장 대규모 기업의 지표인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모형의 사고율 감소 편익으로 추정되었다.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은 12.69, 규모

또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교

위험 프리미엄은 1.25, 타인자본비용은 3.53, 자기자본

환하는 데이터를 실제 구매 하였을 경우의 금액은 18.7

비율은 58.57 로 선정하여 가중평균자본비율(WACC)

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사고율 감소 편익 300.2억원을

12.33%를 산출하였다.

포함한 318.9억원이 수익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로
추정되었다.

각각의 기업 잉여현금흐름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현금흐름표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였고, 기술가치평가방법론을 참조

4.3 시장기반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

하여 ‘기술요소’와 ‘경험법칙’의 측면에서 각각 해당 기

시장가치 기반 접근법에서는 유사한 데이터를 보유

업 내에서 데이터 기여율을 추정하였다.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NICE신용평가정보

비교 대상 기업과 신용보증재단 데이터의 상대적인

(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를 비교

가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

대상으로 하여, 해당 기업들의 데이터 가치와 신용보증

가를 대상으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

재단중앙회 데이터의 상대적인 가치를 확인하였다.

법을 활용하여 각각 도출하였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의 수명을 추정하기

앞서 추정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2015년 말을 기준

위하여 전문가 대상 설문을 통하여 보증 종료 후 데이

으로 산출한 신용보증재단 데이터의 시장기반 가치평

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기간을 4.75년으로 확인

가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

하였으며, 평균 보증 년수는 3.47년임을 확인하였다. 이

이터의 시장기반 가치평가 확인 결과, 데이터의 가치는

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수명은 8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264억원에서 354억원 까지가 추정 범위라 할 수 있다.

와 함께 기술순환지수를 활용한 데이터의 수명은 데이
터 처리 업종의 경제적 수명이 6년임을 고려하여 전문
가 설문을 통해 경제적 수명을 보정하여 7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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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장기반 가치평가 결과
데이터 기여율(기술요소)

데이터 기여율(경험법칙)

구분
데이터 수명 8년

데이터 수명 7년

데이터 수명 8년

데이터 수명 7년

전체

354 억원

324 억원

288 억원

264 억원

내부

370 억원

339 억원

302 억원

276 억원

외부

320 억원

293 억원

260 억원

239 억원

비용 감소액을 주요 편익으로 추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5. 결론

보증평가 모형의 사고율 감소 편익 300.2억원과 외부
데이터 교환 편익 18.7억원을 포함한 318.9억원으로 확

5.1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 정리 및 시사점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분 데이터의 가치평가 방안 연

마지막으로 시장기반 데이터 가치평가는 가치평가

구의 일환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

대상과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거래 가격을

인 대상 보증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경제적

확인하고 비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실제 신용보증재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무형 자산의 경제적

단중앙회의 보증 데이터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시장에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비용기

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희소하여 비교 대

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에 기반

상 선정에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

한 각각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을 구축하였으며, 각각

데이터와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

의 방안에 따른 실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여 결과를

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확인하였다. 각각의 가치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기술가치평가방법론을 변형한 데이터 기여율, 관련 전

같다.

문가 대상 설문을 통하여 데이터의 경제적 기대 수명

비용기반 접근법을 통한 데이터의 가치평가는 데이

과 기업간 상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

터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추정하는 것을 주요 목

하였다. 가치평가 결과는 기술 요소와 경험법칙에 따른

적으로 하였으며, 관련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인건비와

데이터 기여율이 구분되며, 데이터 수명에 따른 각각의

전산 비용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연도별 발생하

평가 결과는 264억원에서 354억원까지의 범위로 확인

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데이터 진부화를 고려하여 비용

되었다. 이러한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

기반 가치평가 결과를 597.3억원으로 산출하였다.

단중앙회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실제 경제적 가치

수익기반 데이터 가치평가는 평가대상 데이터가 공
공부문 데이터로서 현재 활용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 창

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중요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가
치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고려하였다. 소기업·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신용보

데이터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분

증 평가모형의 활용을 통한 보증사고 감소액, 보증 관련

석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데이터 가치평가 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외부 데이터와 데이터 교환을 통한

고려해야 할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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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대
상이 되는 데이터가 현재 관련 업무에 활용되고 관리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비경제적 가치 제공이 가능하
다.

어야 한다. 데이터가 유형 자산과 동일하게 무형 자산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고유

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또는 조직 내

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기존 무형 자산의 경

주요 업무에 활용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비용

에서의 경제적 가치평가 대상 데이터도 실제 신용보증

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각각

재단중앙회의 주요 업무인 소상공인 신용보증과 관련

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실증적으로 분석

된 업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만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는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실제 시장

하였다.

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적으며 비교 대상 사례가 존재하

둘째, 데이터 활용 정도와 시간적 진부화 추정을 통

지 않은 한계점으로 인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되

해 경제적 편익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는 서비스나 관련 산업의 경제성 분석 등의 방안을 통

필요하다. 과거 발생된 데이터의 경우 시간이 경과한 정

하여 간접적으로 가치를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

도에 따라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여 본 연구가 갖는 주요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는 데이터의 가치가 낮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데이터가

이러한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주

다른 데이터와 결합 시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요 연구 한계점과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 방안은 다음

있으며, 이는 가치 증가의 요인이므로 결합된 데이터들

과 같다. 우선,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에 활용되는 데

이 상대적으로 갖는 중요도에 따라 각각의 데이터가 기

이터의 진부화 할인율, 현재 활용되는 데이터와 활용되

여하는 비중을 식별하여 가치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지 않는 데이터간의 상대적 가치 비율 등을 내부 설문

셋째, 기업 또는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와 적정

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비용기반 가치평가 방

데이터 보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실

안의 활용 시 간접비 포함 정도에 대한 확인의 한계점

시간으로 발생되며 저장되고 있는 현황에서, 기업이나

으로 인하여 직접비만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추

조직에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는 관련

정하였다. 이는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의 과대 또는 과소

전산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불필요한 데이

추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

터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전산 비용은 전체 데이터 가

여 객관적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업무와 데이터간
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례에 대하여 데이터 가치평

5.2 연구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안

가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발생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복잡하

따라,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게 얽혀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추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데이터는 다른 유

보완하여 보다 실증적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결

형 자산과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산으

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발생
되는 데이터의 경우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 지원, 공공 서비스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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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분석 (28:4), pp. 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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