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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전 산업계, 비(非)식별화 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 활성화 될 전망

<참고 1> 2015년 빅데이터 시장현황조사(NIA, 2016)
<참고 2> [보고서] 한국IDC,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시장 2020년 2조 2천억 전망(IRS Global, 2019)

국내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관련 정책 요구사항 증가 → 법 개정 후 분석 시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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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유연한 적용이 높은

우선순위로 요구

이후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빅 데이터 분석 시장 활황

(‘22년 약 2조 2천억원의 규모 전망)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소기업의 자립을 위한 기회로 빅 데이터 산업 주목...
중소기업의 80%가 빅데이터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지원 추진화

빅 데이터를 통한 경쟁력 강화, 마케팅분야 수요 高 2020년 정부 R&D 예산 24.1조원

<참고 1> [보도자료] 중요성 점점 높아지는데…중소기업 80% “빅데이터 안 써봐”(KDX한국데이터거래소, 2019.08.23)
<참고 2> [정부보고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 활용방안(중소기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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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은
‘고객 유지‘, ‘신규고객 확보‘, ‘신사업 창출’, 

‘홍보 활동’ 등에 활용 가치가 높음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20년도 24.1조원)

내년도 데이터·AI 관련 예산을 1조 원 넘게 편성

빅 데이터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도움 동의정도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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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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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구매, 가공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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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지원자격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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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과기정통부)

공급기업 모집
(K-DATA)

수요기업 공모
(K-DATA, 수행기관)

사업관리
(K-DATA, 수행기관)

결과평가
(K-DATA, 수행기관)

공모 · 
접수

(3월 30일
~ 5월 15일)

선정평가
(5월 예정)

협약 체결
(5월 예정)+ +

01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02
모집 절차

수요기업 신청 절차

03
제출 서류 목록

접수 기간 내 관련 서류 제출

구매 부문 : 서류평가
가공 부문 : 발표평가

수요-공급-지원기관
3자간 협약 체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

N
o.

제출 서류 목록

구매부문 가공부문

1 2020 데이터 바우처 신청서

2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3
데이터 구매 사전 협의

서
데이터 가공 사전 협의서

4 중소기업확인서

5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예비진단 보고서, 신용체크 보고서 등)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양식 : 

https://www.kdata.or.kr/board/notice_01_view.html?field=&keyword
=&type=notice&page=1&dbnum=2135&mode=detail&type=notic

e

사업 전반 Process

https://www.kdata.or.kr/board/notice_01_view.html?field=&keyword=&type=notice&page=1&dbnum=2135&mode=detail&type=notice


데이터 바우처 사업 범위

* 중복지원 불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구매/가공으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수요기업은 총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며, 현물은 인건비로 대체가 가능(현금자부담금 4%)

기업형태 : 중소기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구매/가공으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수요기업은 총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며, 이는 인건비로 대체가 가능(현금자부담금 0원)

기업형태 : 예비 창업자

데이터 바우처 사업 범위

* 중복지원 불가



데이터마케팅코리아는 ’19년도 총 13개 기업과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었습니다

협력 수요기업 LIST

우수기업 선정

공동 협업사례
추천



마케팅
컨설팅 솔루션

교육 개발

•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워크샵
• 40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 1년간 약 10,000 수강생 배출
• LF, KCC, 육군 등 다수 기업과

B2B 빅데이터 교육 진행

• 삼성전자, LG전자, 모나미 등
다수의 기업과 컨설팅 프로젝트 진행

• 틱톡, 푸르덴셜 등 SNS 마케팅 진행

• 솔루션, 분석, 컨설팅, 분석 플랫폼을
모두 제공하는 Data Marketing 
One-Stop 서비스 보유

• 검색, SNS, 홈페이지, Mall 데이터
제공

• 자사 분석 시스템 : Trend Tracker,
Ma:deri

•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분석 전문가
Pool 보유(내부 전문가 37명)

• 문화 빅 데이터 센터 운영

“모든 마케팅 ROI를 정량화 한다”
데이터마케팅코리아는 데이터 전문가의 체계화 된 분석노하우로

데이터에 관한 고민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데이터 수집 솔루션과 데이터 자동 정제 프로세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정제해 제공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DHC 
보고서





상위메뉴 하위메뉴 제공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관련 데이터는 마대리(Ma:deri) 솔루션을 통해 제공해드립니다.

검색량 *정량

연관검색어 *정성

버즈량 *정량

연관어 *정성 * 긍/부정, 속성 포함

버즈원문 *정성
* 카페, 커뮤니티, SNS, 

뉴스 등

SOV         *정성 * 네이버, 유튜브

DPI             *정량 * Digital Power Index

KPI            *정량
* Key Performance 

Indicator

채널 DPI     *정량

콘텐츠 DPI  *정량

KPI         *정량

채널URL   *정성

콘텐츠 목록 *정성

댓글 *정량

공감(좋아요) *정량

공유 *정량 * 페이스북 해당

도달 *정량 자사의 경우

조회 *정량

팬(구독자)수 *정량

팬 인구통계 *정성 자사의 경우

긍부정분석 *정성

노출 *정량
* 유튜브 해당
* 자사의 경우

방문자수 *정량
* 블로그 해당
* 자사의 경우

GA 모든 항목 *정량 * 자사의 경우

검색 데이터 / 마켓트렌드 list 소셜 데이터 list 홈페이지 list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데이터

HP : GA(Google Analytics)
Mall : 오픈마켓 데이터

네이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

※ 기타 웹 소셜 상의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가공 데이터
※ 국내외 커머스 사이트 상품후기 및 상품 정보 데이터
※ 매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성과 분석 데이터

(상세 데이터 목록은 별도 문의)



종합상황판

홈페이지 분석

키워드/SNS 분석

마켓트렌드

KPI를 추천/설정하여 실시간으로 성과 분석결과를 제공,
디지털 마케팅 채널별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키워드에 대한 관심/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확인ㆍ 비교,
SNS 채널 및 콘텐츠의 소비자 반응 분석→마케팅 성과 및 가치

유입된 소비자들의 홈페이지 내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자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의 주요 특성 분석 가능

디지털 상 ‘핫’한 토픽을 인공지능 솔루션 마대리가 분석해
산업 이슈 및 트렌드 키워드 발굴이 가능



Digital CDJ 기반의 중 수요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을
Digital Health Check(DHC) 리포트의 형태로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SNS 채널이

마케팅 효율이 ‘나쁨’
수준입니다!

‘000’ 콘텐츠가 DPI가
낮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