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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우리나라 소기업은 신역량이 부족한 세기업의 비 이 높고, 매출 규모가 건실한 기업군이 취약한 

구조로 발 을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3.0을 기반으로 한 소기업의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한

다. 정부 3.0을 기반으로 소기업의 활성화를 한 정부지원 빅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3.0을 기반으로 

빅 데이터 인 라를 소기업과 소 벤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빅 데이터 서비스 랫폼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in Korea lacks the innova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roportion of 
enterprises’ capabilities are poor. In addition, sales of small business and medium scale venture are vulnerable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ect developments in the situation. thus the government 3.0 based small business 
and medium scale venture will present ways to take advantage of big data. Government 3.0 based big data 
infrastructure, small busines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s to build their autonomy is required so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platform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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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변하는 로벌 경쟁체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 

해 정부는 ‘창조경제’, ‘정부 3.0’, ‘스마트 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발  략을 수립하고 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기반  하나로 소벤처 정책을 제시

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 소기업은 신역량이 부

족한 세기업의 비 이 높고 매출 규모가 건실한 기

업군이 취약한 구조로 발 을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한 부분의 소기업은 재정수 이 낮아 단기

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R&D에 투자 할 수밖에 없

는 구조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높은 수 의 R&D 정책

과제의 참여는 상 으로 제한 일 수밖에 없다[1,2]. 

정부는 이런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정부  공공기

의 소기술 신지원제도’와 ‘ 소기업 정부 3.0 문

조직 신설과 우수사례 경진 회’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 히 소기업 지원 비율이 하락세 내지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하면 기 별 R&D 지원 제도에 

소기업이 근하기에는 여 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

다. 따라서 정부 3.0에서는 기업 시장과 소벤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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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8  략 정부규제원칙(정부3.0) 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기 효과

혁신 메타기술

☞사전규제축소
☞사후평가강화
☞직접지원 축소
☞시장 인프라 구축
☞실폐에 대한 지원
☞감사제도 혁신

3D프린터, 오픈소스, 시뮬레이션 R&D 및 인재문제 해결
창업활성화 창업생태계 형성등 창업 활성화

효율 Open Innovation M&A 시장, 공정거래 시장 효율증대
Open Platform 플랫폼 개방정책 시장 효율증대

공정 혁신시장 혁신시장, 창조금융, 클라우드 펀딩 등 창조경제 안착, 소상공인 문제해결
경제민주화 공정거래와 투명성 창조경제의 안착

사회 문화혁신 도전정신 장려 및 실패지원 등
(엔젤투자 활성화, 연대보증제 개선) 혁신 활성화

교육혁신 기업가 정신과문제 중심 교육(프로젝트 중심) 기업가 정신 활성화

표 1. 정부 3.0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 요약

신이 결합하는 개방 신을 기반으로 공정거래를 약

속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최근 성장하고 있

는 빅 데이터 시장을 기반으로 기하 수 으로 생산되

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 2년간 생성된 데이터가 인류가 지 까지 생산

한 데이터보다 많은 양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90%가 최근 3년 동안 생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데

이터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 북과 트 터와 같

은 SNS의 성장,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

이 결합되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기 

한 사이버 세상의 데이터는 기하 수 으로 증가되고 

있다[3]. 빅 데이터 시장의 속한 성장으로 2010년 32

억 달러에서 2015년 16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측 된다 [4,5]. 한 매달 200억 개의 콘텐츠가 페이

스 북에서 공유되며,  세계 데이터는 매년 40%씩 증

가하고 있으며, 이는 체 정보통신 시장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3]. 그러나 복합 IT환경에서 생성되는 

막 한 데이터는 기존의 수집·분석기술을 그 로 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빅 데이터 시 에 합한 

용량 데이터의 수집이 빠른 시간 가능한 새로운 랫

폼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발

표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을 기반으로 소기업

이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기업에서 효율 인 

빅 데이터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2. 관련 연구

2.1 정부 3.0과 중소기업

정부 3.0은 성장 구조, 기후, 환경, 출산, 고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 두, 지식정보 사회로의 환에 

따른 정부와 국민 계 변화, 지식과 기술간 융・복합
에 따른 ICT 활용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추진되었다. 

정부는 패러다임 변화를 해 공공정보(국민 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정보나 규모 사업정보  국가・
지방 재정 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칙 으로 

면 공개함을 원칙으로)를 극 공개하여 국민 신뢰

를 기반으로 공 자 주에서 국민 심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한 정부 3.0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

정 구 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의 미래 략 수립과 장소의 제

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업무의 신속성

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소속부처

와 상 없이 PC나 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온라인 

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한다.

정부 3.0에서 제시한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차원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도 극 으

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 다양한 정보의 연 계를 

악하고 정부차원에서 기업에 한 창업  기업 활

동 지원도 강화되어 창업과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은 정부 3.0에서 제시한 소

기업을 한 개방 신 모델로 소기업지원 사업 이력

정보, 소기업 기업 정보 등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 소기업지원 통합시스템이 마련되고 지자체에 

허가 담창구, 기업 활동 지원 담반을 구성해 일선

장의 어려움을 극 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정부 3.0에서의 개방혁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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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정부3.0에서 제시한 개방

신 시장은 시맨틱 웹을 기반으로 개인에 최 화된 정

부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수많은 기능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과 융합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인 라를 구축해가는 한국의 정부 3.0 구조는 기업

의 효율과 소기업의 신이 결합하는 개방 신 시장

을 심으로 발 해야 한다. 따라서 [표 1]은 정부 3.0 

시 의 소기업정책  8  략과 규제의 계를 요

약한 것이다. [표 1]과 같이 정부 3.0시  소기업 정

책을 실천하기 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 공

정거래와 경제 민주화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소기업

의 성장과 고용을 이끌고 기업가형 창업 활성화를 

진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2 빅 데이터 

빅 데이터는 일반 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 트웨

어로는 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규모로서 재 수

십 테라바이트(TB:Tera byte)에서 향후 페타 바이트

(PB:Peta byte), 엑사 바이트(EB:Exa byte) 정도 크기

의 용량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근 빅 데이터는 용

량 데이터의 수집과 장, 분석, 체계화를 한 도구, 

랫폼, 분석기법등을 포 하는 용어로 변화하고 있지

만 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 으로 응하

거나 변화를 측하기 한 정보화 기술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5,6,7]. 빅 데이터의 정의는 2011

년 McKinsey지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장, 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데

이터 셋 규모로 그 정의는 주 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다”라고 정의했다[4,8,12]. 

그림 2. 빅 데이터의 3대 요소 

빅 데이터의 요소기술은 [그림 2]와 같이 데이터 크

기(Volume)과 데이터 입출력 속도(Velocity)와 데이터

의 형태(Variety)를 들 수 있다. 데이터 크기는 미디어

나 치 정보, 동 상 등과 같이 데이터의 크기를 나

타내는 것으로 물리 인 크기뿐만 아니라 재의 기술

로 처리 가능한 양인지, 불가능한 양인지에 따라 빅 

데이터인지 단한다. 데이터 입출력속도는 실시간으

로 데이터가 생성될 때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실시간 처리, 스트림 처리 등이 있다

[4,8]. 데이터 형태는 빅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정형은 고정된 필드에 장된 데이터 

(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고 반정형은 고정된 필

드는 아니지만 스키마를 포함하는 데이터(XML, 

HTML 등)을 말하며 비정형은 고정된 필드에 장되

어 있지 않는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을 말

한다. 그러나 빅 데이터 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재는 

이에 한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

다[8]. Gartner는 2013년 10  략 기술 트 드  하

나로 략  빅 데이터를 선정하 고, IDC는 빅 데이

터를 2013년 IT의 주류가 될 기술로 상했으며 국내 

삼성 SDS도 빅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을 ‘2013년 IT 

메가트 드’  하나로 선정하 다. [그림 3]은 IDC에

서 제시한 2013년  세계 빅 데이터 시장 망을 나

타낸 것이다[8]. 

자료출처: IDC(2013.3), 스트라베이스(2012.7)
그림 3. 2013년 전 세계 빅 데이터 시장 전망 

 

한 [그림 4]는 2012년 Gartner에서 산업별 빅 데

이터 련 투자 황  계획을 조사한 결과로 

Gartner가 2012년 7월 기  473개 기업을 상으로 빅 

데이터 련 투자 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조사기

업의 27%가 재 빅 데이터 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8,9,10].



중소기업정보기술융합학회 논문지 제3권 제1호

18

그림 4. 2012년 산업별 빅 데이터 관련 투자 현황 및 계획

이와 같이  세계 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진행 이고 한  진행

을 계획하고 있다. 

3. 국내외 빅 데이터 활용방안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

하고 향후 빅 데이터 활용이 정보통신, 교육, 의료, 

융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사회 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망이다. EU의 경우 빅 데이터 활용으

로 공공 리 비용이 15∼20% 감소했고, 2∼4천 달러의 

가치창출이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0.5% 생산성 증가 

효과를 기 하고 있다. 만약 제조업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상품개발  조립비용을 50% 이상 

감이 가능하고, 결과 으로 7% 이상의 운용 자본도 

감 가능하다고 상된다. 한 빅 데이터  부가가치

가 높은 개인의 치정보는 2020년경에는 바이트 당 

약 $7000억의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되는 기업은 많지만 

이를 직  수집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업체는 매우 

제한 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은 기업 간 양극화 상

이 발생되고 이것은 자 이 부족한 소기업 입장에서

는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다[9,11]. 따라서 정부 3.0의 

‘ 소벤처 정책’에서 제시된 기업과 소기업의 상호

의존  계가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빅 데이

터 련 규제  법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본격 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빅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한 우선 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 한다. 그  정부와 공공기

의 보유 데이터는 가장 가치 있는 규모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보유 정

보공개 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1 미국 정부의 정부보유 데이터 개방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시작되면서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국정 운 을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분야

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2009년 5월에 데이터 포

털인 data.gov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교통, 통신, 의료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데이터 포털인 data.gov는 2012년 11월 기  37

만 8,529개의 원본 데이터, 1,264개의 정부 앱, 236개의 

시민 개발 앱, 103개의 모바일 앱, 180개부서 자료(부

처, 에이 시, 정부기 )를 포함하고 있다[14,15,16,17]. 

data.gov의 기도입 목 은 정부 데이터의 활용성  

근용이성 향상, 데이터의 실효성 있는 민간 활용, 데

이터 리에 한 산낭비 방지이다. 그러나 미국 정

부는 일반시민, 개발자, 정부기 의 근성 강화를 

해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랫폼 서비스’를 

개시할 정이다. 미국의 경우 세 이 투입되어 생산

된 정보에 해서는 작권을 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과 활용되는 애 리 이션에 한 공유가 

유기 으로 순환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15,16]. 

3.2 영국 정부의 정부보유 데이터 개방 

국의 경우 2009년 공공개  목표로 ‘이용자로의 

신속한 권한 이양’을 발표하고, 극 인 공공정보 개

방을 추진했다. 국 정부는 2009년 7월 당시 국수

상 고든 라운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정부 데이터가 

가능한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e-Government 략을 발표한 후 2010년 1월 

미국 정부의 data.gov를 벤치마킹한 공공정보 공개 포

털인 data.gov.uk를 오 했다[15,16]. data.gov.uk는 공

공 데이터 개방이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

인 경제  효과창출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2012년 

11월 기  8,763개의 정부 공공기 의 데이터 세트에 

근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공하고 있다[15,17,18]. 

data.gov.uk는 기 개발자 심으로 디자인되었으나, 

재 데이터 시각화, 근성 개선 등을 해 새로운 

버 을 개발 에 있고 최근 data.gov.uk는 링크드 데

이터(Linked Data)를 이용해 국 정부가 개방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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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세트를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를 개발 이다[14,16,17].

3.3 우리나라 정보보유 데이터 개방

우리나라는 1980년  국가기간 산망 사업 등 정

보화 기부터 범정부 으로 공공 데이터를 축 해왔

다. 공공 데이터 축 과 함께 공공 데이터 개방은 

data.go.kr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활용이 용이한 

서비스와 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제공 이다. 국민생

활과 한 13개 분야의 서비스와 22개 분야의 지식

콘텐츠가 약 7만 8000건이 멀티미어 데이터로 이미 개

방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13개 서비스를 22개 서비

스로 확 하고 지식 콘텐츠가 80만 건 추가로 개방되

어 등록될 정이다[17]. 우리정부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서비스 지향  국가자원 개방  

공동 활용 체계 구축1차 사업을 추진하 고 OpenAPI 

13종을 개발하여 국가 공유자원 포털을 구축하여 2012

년에는 국가 통계정보 등 10종의 정보를 OpenAPI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보유

한 빅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에서 미국과 국의 사

례를 심으로 볼 때 선진국은 법제도, 리더십, 기술, 

활용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 데이터 개방 선순환 

구조로 법제도 측면에서 공공정보 개방을 한 법제도

를 마련하여 의무 인 개방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한 정보 공개를 한 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

지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연방 정부의 강력한 정보

공개 실천에 따라 주정부  주요 도시의 극 인 참

여를 유도해 능동 인 데이터 개방이 추진되고, 2억 

달러 규모의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 (Big Data 

R&D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확보, 사회 

각 역의 활용, 인력 양성의 3가지 측면에서 집

으로 산을 투자하고 있다. 국의 경우 2012년 6월 

발표된 오  데이터 략(Open Data Strategy)에 따라 

각 부처는 의료, 교육, 세 , 고용, 기상, 지리 데이터 

등에 해 2015년까지 순차 으로 개방할 정임을 밝

혔다. 기술  측면에서도 개방형 랫폼을 도입해 공

공정보 개방을 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

부가 보유한 정보 공개를 지원하기 한 시스템 구 으

로 안정 이고 효율 으로 데이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활용 측면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성공 사례를 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 개방 

확 를 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

학기술 고도화, 국가안보 강화, 교육 등의 변화를 한 

기술로 빅 데이터를 극 홍보하고 있으며, 국의 경

우 오  데이터 백서에 나타난 것처럼 투명성과 신뢰

성을 확보한 빅 데이터의 극 인 활용을 해 정부 

부처간 데이터 공유  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스마

트한 데이터 활용을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4. 중소기업에서 빅 데이터 활용방안

4.1 빅 데이터 활용방안  

정부 3.0에서는 빅 데이터 기반 구축을 한 공공부

분의 역할로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와 빅 데이터 

생태계 균형발 을 한 정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 개방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민간이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개방 데이터

를 활용하기에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통한 빅 데이터 기반구축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해서는 법제도 개선, 소요 자

원에 한 실  문제 해결과 빅 데이터 정보 공개에 

한 인식의 환  공유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빅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업 이윤의 증가는 새로운 창업

의 유인을 제공하고 소기업의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

한다. <표 2>는 2017년까지 국 각 산업에 소기업

들의 평균 생산성 증가를 보여 다[10]. 

산업
빅 데이터 이  
소기업 생산성

빅 데이터 이후 
소기업 생산성

변화율
(%)

제조 209 218 4.7
보험 1,093 1,136 4.1
소매 97 100 3.1

에 지와 유틸리티 287 294 2.5
투자은행 412 421 2.4
운수와 물류 91 93 2.4
통신 87 89 2.2
앙정부 47 48 2.1
기타 54 55 1.7

소매 은행 39 40 1.6
보건 217 221 1.5
문서비스 115 117 1.2
국경제 체 100 102 2.2

자료 : Cebr analysis(Cebr2012)에서 재인용 

표 2. 빅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평균생산성 증가 <20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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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의 활용은  정부의 최  문제인 고용효

과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빅 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수익성 증가로 여가 상승하고 창업이 진되어 

고용이 증가한다.

산업 경제 편익 경 효율성 기업 신 창업

제조 45,252 29,926 8,083 7,244
보험 32,478 22,103 3,119 7,256
소매 27,929 18,518 2,525 6,877

에 지와 유틸리티 27,649 18,555 1,757 7,337
투자은행 20,405 16,309 2,738 1,358
운수와 물류 14,384 8,127 1,676 4,581
통신 13,740 10,224 952 2,564
앙정부 12,417 8,525 1,525 2,367
기타 6,408 5,846 359 204

소매 은행 5,430 4,748 349 340
보건 5,275 3,443 342 1,627
문서비스 4,595 3,148 205 675
국경제 체 215,964 149,471 772 42,430

자료 : Cebr analysis(Cebr2012)에서 재인용 24,062

표 3. 빅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평균생산성 증가 <2012-2017>
(단위 : 　m)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에 한 심층 인 정보

를 얻음으로써 기업가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

기도 하며 빅 데이터 분석이 보 됨에 따라 소 트웨

어 공학자나 데이터 과학자에 한 수요가 늘어난다. 

아래 <표 4>는 Cebr이 추정한 고용을 제외한 세 요소

가 창출할 가치를 산업별로 제시하고 있다[10].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의 도래는 소기업에게  하나의 

기가 아닐 수 없다. 소기업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악하여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기

업과 마찬가지로 빅 데이터 분석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빅 데이터 인 라의 구축에 한 비용 부담과 데이터 

확보와 축 의 어려움 등으로 빅 데이터 분석에 있어

서도 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4.2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의 도움

우리나라의 재 ‘정부 3.0’은 소기업 ICT 분야의 

빅 데이터의 균형발 을 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

결해 지원해야 한다. 첫째, 빅 데이터 산업의 선도 기

업들이 구축한 빅 데이터 인 라를 소기업과 소 

벤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빅 데이터 

서비스 랫폼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빅 데

이터 선도 기업들이 그 동안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

를 소 벤처들의 ICT 시장에 한 인 사이트와 련 

기술에 한 동향들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 세트

들을 제공하여 빅 데이터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  공공부문 내부에서도 빅 데이터 오  랫폼 

서비스의 활용을 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

다. 넷째,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기록을 

자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들의 력을 

이끌어 내고, 앱 개발자를 리함으로 이용자들의 통신

기록이 앱 서버에 축 되어 오남용 되는 것을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소비자의 빅 데이터 활

용을 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로젝트를 진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해 선제 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빅 데이터 생태계 활성

화를 해서는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생태계에 참여한다. 그러

나 생태계의 처음과 끝에 있는 행 자가 아니라, 생태

계 참여자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매제로서의 역할

에 충실해왔으나 진화하는 빅 데이터 생태계에서도 같

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하는 사업자들과 경쟁 계에 놓이게 돼 생태계 진화

에 역행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해서 정

부는 빅 데이터 산업과 서비스의 잠재  가치를 경제

 이익보다 우선시하여, 주요 목표로 내세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3 중소기업 빅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기업 차원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가 시사 

하는 것처럼 지 까지 빅 데이터 분석은 주로 기업

들 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빅 데이터의 요

성은 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감소하지 않는다. 독자

인 의사결정권이 없는 통 인 하청기업이 아닌 신기

술과 신상품을 개발하고 시에 시장에 출시하면서도 

기업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소기업이

나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다가오는 의사결정

의 시 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망에 한 통찰

이 실히 필요하다. 한 소기업들에게 빅 데이터

의 요성과 함께 클라우드와 모바일 환경이 략 으

로 잘 활용되어야 한다. 재 빅 데이터의 선도기업들 

 64%가 자신의 기업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38%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빅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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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리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컴퓨  환경이 

모바일로 환됨에 따라 빅 데이터 분석도 모바일 환

경으로 환되고 있다. 정부 3.0에서 제시된 정부통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 이 높은 소기업들에게는 빅 데이터의 

이동성과 시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이 기

업들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최근 IT 업계에서 빅 데이터가 최  화두로 부상하

면서 형업체 간 빅 데이터에 한 주도권 경쟁이 치

열하다. 통 인 하드웨어․소 트웨어의 차별성이 

약화되면서 경쟁사가 획득하기 어려운 빅 데이터의 가

치 선 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구 , 아마존, 

페이스북, 애  등 빅 데이터 선도 기업들은 합법 으

로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치를 증진시키기 해 

략 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빅 데이터 활용 기업들은 기존 기업 활

동에 다양한 빅 데이터를 목시켜 황을 악하거나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데이터를 단순 활용

하는 수 을 넘어 빅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데

이터를 확보하여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한 빅 데이터 환경은 데이터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능력을 가진 개인과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하

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정보 약자가 양산될 가능

성이 존재한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활용의 어려움

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자본인 데이터 

인 라의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기업은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얻을 

수 있는 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 개방에서 언 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는 오  데이터는 개방된 공공기  데이터가 표 이

라 할 수 있다. 한 다수의 소기업이 빅 데이터 솔

루션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문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  데이터 API, 소셜 네트워킹, 데

이터 교환 로그램, 데이터 마켓 이스를 략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소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  데이터 활용에 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

며, 빅 데이터에 한 마켓 이스에 한 소기업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문기술

과 인력을 지원하기 한 컨설  서비스로 공공정보를 

심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인력 지원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으로 빅 데이

터 분석이 활성화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해소되기 

해서는 소기업에게도 빅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빅 

데이터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즉 빅 데이터가 기

업의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빅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소기업, 소비자가 모두 빅 데

이터를 통해 발 해야하며, 여기서 ‘빅 데이터 생태계

의 균형발 ’ 이라는 당면과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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