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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가 이 의 용량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념 인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설계과정에 따라 이론 으로 

논의하고, 이 시  이슈가 되는 데이터 주권에 하여 작권과 CCL을 사례로 ICT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 빅데이터 시  데이터 주권에 한 정책은 법, 시장, 기술, 규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구조를 기 로 사회문제에 한 규제구조를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1. 서론

  빅데이터 시 의 도래는 경제, 문화, 사회부문의 정 인 기회와 

함께  국민의 개인정보 도용과 같은 국가 인 험도 동시에 가

져왔다(문혜정·조 석, 2012; 정익재, 2007).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을 두려워하여 빅데이터시장의 선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

다(Beck, 1998). 그 다면 빅데이터로 인해 발생 가능한 험은 

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방해야 하는가? 먼  사회문제의 원인규

명을 해 문화   환경을 악한다(Birkland, 2011; Douglas, 1970; 

1992). 한 사회문제가 가져오는 험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설계

도 달라진다(Douglas & Wildavsky, 1982). 이 연구는 험과 기회

의 양면성을 지닌 빅데이터의 사회문제해결을 해 먼  개념 으

로 논의하고 정책은 어떻게 설계하여 그 결과 차이는 무엇인지 데

이터 주권에 한 정책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정책설계란 특정목 의 달성을 한 정책설계과정으로 기술  분

석과 정치  차를 포함한다(Birkland, 2011). 정책설계과정은 “1) 

목 달성을 한 정책 상 선정, 2) 정책문제의 원인규명을 한 

인과모형 설계, 3) 안모색을 한 정책도구 선정, 4) 사회문제규

제를 한 정책목표 결정” 이다. 이 연구에서 참조하는 정책설계단

계 따른 이론  배경과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정책대상

목 정의

▶

인과모형

원인규명

▶

정책도구

안모색

▶

목표결정

규제설계

DIKW구조

Zeleny(1987)

DIKW계층

Rowley(2006)

정책도구

Hood(1983)

규제구조

Lessig(1999)

데이터 개념 빅데이터 특징 정책설계 규제 용

<그림 1> 정책설계과정에 따른 이론  배경  연구내용

  정책 상인 빅데이터 이해를 해 순차  지식의 DIKW구조를 

참조한다(Zeleny, 1987). 사회문제의 원인인 빅데이터의 특성 악을 

해 상  지식의 DIKW계층을 참조한다(Rowley, 2006). 정책

안의 모색을 해 정책도구 이론을 참조한다(Hood, 1983). 사회문

제규제를 해 Lessig(1999)의 규제구조 이론을 참조한다.

2. 빅데이터의 개념  논의

Douglas(2001)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 용량(volume), 고성능

(velocity), 다양성(variety),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특성을 지닌

다.1) 재의 기술로는 장· 리·분석이 불가능한 규모의 데이터로 

악한다(Manyika & Chui, 2011).2) 이로 인해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유출 험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다(디지털타임즈, 

12/10/19).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고속으로 수집·발굴·분석이 가

능한 차세  기술  구조가 필요하다(Gantz & Reinsel, 2011). 그

러나 이러한 특징만으로는 용량정보와 구분이 어렵다. 

Zeleny(1987)는 지식을 설명하기 하여 자료(data), 정보

(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혜(wisdom)라는 네 단계의 

DIKW 계층구조3)로 구분하 다. 를 들어 이 계층을 제빵과정에 

비유하면 효모 등의 성분, 가루 등의 재료, 제빵 조리법, 제빵 실

력 단계로 련지을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 이 미흡했던 시기에

는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자기  신호인 모든 자료를 리하기에

는 비용이나 기술측면에서 어려웠다. 따라서 Zeleny(1987)는 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단계별로 자료→정보→지식→

지혜를 전환·사용하여야 한다고 하 다.

  최근 컴퓨터의 성능이 높아지고 자료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

되자 분석능력은 무한 로 증가되었다. 한 DIKW계층은 순차

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문성에 따라 바로 변환과 사용

이 가능해졌다. Rowley(2006)는 기술과 비용의 제약이 없는 시대

에는 DIKW계층이 상호 역동적으로 변환되며 분석자의 통찰력에 

따라 활용가치가 달라진다고 하 다. <그림 2>는 인 리와 기계

성능의 수 에 따른 지혜의 상 인 DIKW 계층이다.

1) Douglas는 컨설 업체 Meta Group(  Gartner Group) 컨퍼런스에서 ‘3세  데

이터 리’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빅데이터의 3V 특성을 처음 공론화했다.

2) 빅데이터 시 에 입각한 정보화의 험에 한 응정책을 논의하기 해서는 

빅데이터의 정의  특성 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 학술 인 빅데이터의 

이론 인 연구는 미흡한 형편이다. 주로 인용되는 정의  특성은 몇몇 선두 정보

시스템업체나 컨설 업체가 논의한 수 으로 기술  특징에 불과하다.

3) Zeleny(1987)는 지혜에는 많은 애매모호성(ambigu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

터를 이용한다면 지식까지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아 DIKW를 지식에 이르는 계

층구조(taxonomy)라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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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eleny, M. (1987). “Management support systems: towards integrated 

knowledge management.” Human Systems Management, 7(1): 60; Rowley, Jennifer 

(2006). "The wisdom hierarchy: representations of the DIKW hierarch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3, 2: 163–180 인용, 재구성

<그림 2> 사용자 심의 상 인 지혜의 DIKW 계층

  기계성능측면에서 방 한 자료를 직  분석하려면 요구되는 기계

성능은 매우 높다. 반면 정제된 지혜 쪽으로 분석 상이 옮겨갈수

록 요구되는 기계성능은 낮아진다. 인 리수 에서 용량 자료

를 사용하기 한 분석자의 능력은 단순하다. 자료의 분석을 해 

요구되는 능력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분석자의 통찰력에 따라 자

료는 바로 정보나 지식, 심지어 지혜로 활용이 가능해 진다. 즉 단

순한 패턴만 보고도 험신호나 새로운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귀

납 인 인과 계의 추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DIKW계층에 한 논의와 자료와 정보의 개념 인 구분

은 분석 상의 범 가 커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 하면서 빅데이터

와 용량정보에 한 이해로 연결된다. 과거 용량정보는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리기업 등의 소수조직이 특정한 목 을 해 의미

가 부여된 정형정보를 추출 장하고 소수 문가만이 근하고 분

석하는 특성을 지녔다. 반면 빅데이터는 SNS 등의 불특정 다수사

용자의 우연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한 대용량, 고성능, 비정형의 복

잡한 자료로서 일반대중에게 기본적으로 공유되며 분석자에 따라 

활용가치가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3. 정책수단과 규제구조

  정책설계는 정부가 보유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Hood(1983)는 정

부자원을 크게 노드성(nodality), 권 (authority), 재정(treasure), 조

직(organization)으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정책자원에 따른 정책수단의 용4)

정책자원 노드성 권 재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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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od, Christopher C. (1983). The tools of Government, Edited by 

C. Fudge and R. Hambleton. London: Macmillan, 18 인용, 재구성.

  노드성은 정부기 이 정보 는 사회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심에 치하는가를 의미한다. 노드는 정보 흐름의 연결부 이다. 노

드의 심에 놓인다면 가장 요한 자원을 보유할 수 있다. 정부의 

4) 일명 NATO 구조(scheme)라 한다.

5) Hood(1983)는 정책집행을 해 사용하는 수단을 ‘coin’이라고 불 다. 정책을 

해 지불되는 자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정책학 

이론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노드성은 권력을 뜻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제공한다.6) 노드성을 사

용할 때는 사회문제와 해결책에 한 지식이나 상태에 한 정보

(message)7)를 활용한다. 특정집단에는 맞춤형(bespoke)으로 일반

집단에는 범용 (broadcast)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권 는 법이나 공권력 등을 의미한다(Lasswell & Kaplan, 1950). 

공 으로 요구, 지, 보증, 결 등으로 부여된다. 정책집행에 통

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범 하게 사용된다

(Lessig, 1999). 권 는 사회문제를 법 으로 규정하는 지 를 갖는

다. 특정 주제에 해 법 으로 규정하고 정책문제의 범 를 한정

하고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에 기반 한다. 권 를 정책자원으로 사

용할 때는 특정문제를 법 으로 지정하는 인증(official token)을 정

책수단으로 사용한다. 특정집단에는 직 (directed)으로 일반집단

에는 반 (blanketed)으로 인증을 용한다.

  재정은 (moneys) 는 체가능한 동산(fungibility)이다. 즉 

은 융권이나 일반 인 경제활동에 사용가능한 재화이다. 그 

외 정부가 재정으로 사용가능한 동산은 ·은 등 경제 인 가치를 

지니며 자유롭게 교환 가능한 것이다(Rose & Peters, 1978). 정부

는 최소의 재정을 사용하여 최 의 정책효과를 얻어야 한다. 재정

은 정책집행을 한 다양한 종류의 외  방편(mercenaries)을 제공

한다. 재정을 정책자원으로 사용할 때는 정책수단은 경제  가치를 

갖는 화폐이다. 특정집단에게는 사용자요구별(customised)로, 일반

집단에게는 공개 (open)으로 정부재정을 사용한다.

조직은 정부가 보유한 인력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일반

으로 정부는 가장 최소한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이나 

권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자원이다. 군 , 공무원, 료 등

이 해당한다. 정부조직은 정책  처방(treatments)으로 정책수행의 

흐름을 규정한다. 조직은 물리 인 환경이나 보유한 인력에 따라 

정책사안에 해 직 으로 용한다. 특정집단에게는 개별 으로

(individual), 일반집단에게는 범 하게(at-large) 조직을 사용한다.

사회문제에 한 일반 인 규제유형을 법(law), 규범(norm), 시

장(market), 기술구조(architecture) 측면에서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규제가 구성되며 통 인 사회문제는 주로 법 주로 규제되며, 

기술기반의 사회문제는 기술구조 기반으로 규제의 구조가 변화되어 

간다고 하 다.(Lessig, 1999). 이 논문은 최근 빅데이터의 확산으로 

인해 제기되는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이 의 용량정보에 한 

작권의 사례와 비교하여 정책설계의 차이 을 논의하겠다.

4. 데이터 주권에 한 정책사례

1) 작권 기반의 데이터 주권에 한 정책설계

기존의 용량정보 규제에 한 가장 표 인 사례는 작권이

다. 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은 작자의 권

리와 이에 인 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련 산업의 향상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

다. 즉 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것이 작권법인 것이다. 

6) 논어의 안연(顔淵)편에서 공자는 정치란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히 하

며,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 하 다. 그  가장 요한 정치의 요체는 신뢰이며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고 하 다. Hood(1998)도 정책자원  가장 

요한 것을 신뢰를 제공하는 노드성으로 보았다.

7) 이 논문에서는 정책문제와 해결책에 한 지식의 달이라는 의미로 message

를 정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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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 하면서 생성한 화나 음악 등을 시한 

동 상 일은 인터넷상에 무료로 유포되면서 작권의 표 인 규

제 상이 되었다. 작권 주의 용량정보의 규제를 한 정책

설계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정책대상

사회문제

▶

인과모형

용량정보 특징

▶

정책도구

자원:수단

▶

목표결정

구제구조

용량정보

작 주

권리

법: 작권(copyright)

시장:목 성(이윤기반)

규범:통제(소수기업)

기술: 앙집 (정형)

권 : 작권

재정

조직

노드성

1957.법:소송

1994.시장:신고제도

2007.기술:인증,필터링

2009.규범:국회도서

<그림 3> 작권의 정책설계 모형

빅데이터 시  이 의 작물은 음반이나 화 등의 동 상 일

로 주로 일공유시스템에 유통되는 용량정보이다. 이러한 일

은 법 으로 작권을 보호하고 비용기반의 시장에서 운 되면 소

수기업의 통제 아래 앙집 식으로 정보를 리한다. 마지막으로 

언 한 기술  특성은 자료의 집 으로 인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그래서 오 라인의 규제인 법을 정책자원으로 하여 작물 

보호를 한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작물법은 12차례에 거쳐 제·

개정되었으나 여 히 온라인 세계의 용량정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소리바다의 음악 일 공유소송 이후 유통 일을 규제

하는 필터링 기능을 설치하도록 강제하 다. 거듭된 법의 제·개정

과 기술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통제하지 못하자 결국 국립

중앙도서관이 국내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을 통합관리토록 법이 개

정되었다.8)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유를 기본 

사상으로 하는 CCL을 위주로 온라인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2) CCL 기반의 데이터 주권에 한 정책설계

기존 정보공유운동 방식은 라이선스 방식과 정보공유연 의 라

이선스 방식이 있다. 재단의 라이선스 방식에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FDL(General Free Documentation License) 등의 자유 소 트웨

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 등이 있다. 재단의 라이

선스 방식은 법 으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정보공유연 (IPLeft)9) 방식에는 

표 으로 CCL 방식이 있다. 정보공유연  방식은 사용자가 자율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회도서 , 학술정보, 각종 포털이나 블로

그 등에 다양하게 사용한다. 따라서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문제에 

한 규제사례를 CCL로 선정하여 분석하겠다. 빅데이터 기반의 콘

텐츠를 규제하는 CCL의 정책설계과정은 <그림 4>와 같다.

정책대상

사회문제

▶

인과모형

빅데이터 특징

▶

정책도구

자원:수단

▶

목표결정

규제구조

빅데이터

사용 주

권리

법:사용권(copyleft)

시장:우연성(가치기반)

규범:자율(다수개인)

기술:분산처리(비정형)

권

재정

조직:민간

노드성:CCL

2001.규범:공유운동

2002.기술:Tagging

2005.시장:자원 사

2005.법:자율참여

<그림 4> CCL의 정책설계 모형

8) [시행 2009.9.26] [법률 제9529호, 2009.3.25, 일부개정]

9)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정보 나눔의 문화를 넓

히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공유운동을 펼쳐왔다.

법 주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던 기존의 작권과 달리 CCL

은 균형 있는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발 으로 만든 자료를 

보호하고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CCL이 빅데이터에 합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빅데이터가 발 할 수 있는 기술환

경과도 일맥상통한다. 빅데이터의 기술환경은 고성능의 컴퓨터 성

능의 가공 , 고속통신망의 확산,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여기 기에 우발 으로 발생한 UCC 등

의 다수 개인자료가 그 로 장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데 CCL은 이러한 환경에 합하게 개인들이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

고 자율 인 참여에 의해 상호 자료사용에 한 윤리 인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CCL이 빅데이터의 가장 합한 

규제방법이 된 이유는 빅데이터가 발생한 기술환경에서 기인한다.

빅데이터 공유의 확산을 해 작권법의 안으로 CCL 방식이 

법, 시장, 규범, 기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었다. 첫째, 

규범  측면에서 CCL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자발 인 정

보공유운동이다. 2001년 인터넷 기반의 사회운동으로 시작하여 자

발 인 기 마련을 통해 CCL을 배포 리하는 조직인 Creative 

Commons(이하 CC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기술 인 측면에서 CCL은 인터넷의 가장 기본 인 태그(tag) 기

능을 사용하 다. 태그란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에 해 주제어나 

연 어들을 붙이는 기능이다. CC는 2002년 이 태그 기능을 이용해 

자료 사용에 한 제약조건을 표시하여 CCL 버 1.0을 최 로 배

포하 다. CCL의 기술지원은 직 으로 지원하는 스크립트 방식, 

원격으로 지원하는 웹서비스방식, 출 물에 직  용한다.10) 

시장측면에서 CCL은 기본 으로 자료사용에 하여 비 리 인 

시장구조를 추구한다. CC조직의 운 에 있어서도 자원 사들 주

로 운 되고 있다. CCL이 우리나라에 최 로 도입된 것도 국내 포

털의 자발  참여로 2005년부터 CCL이 배포되기 시작하 다.

현재 CCL은 전 세계 70개 국가의 100여개 재단에서 비영리적

으로 데이터공유를 위한 지원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CC, 2013). 

이러한 사례를 볼 때 CCL은 빅데이터 시대에 기술구조 기반의 적

합한 규제구조를 제시한다.

5. 빅데이터 시  ICT정책의 설계방안

사례분석 결과 기존의 데이터 주권에 한 정책설계와 규제구조

는 용량정보와 빅데이터의 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 다.

법제도측면에서 빅데이터는 처음부터 의도한 바 없이 자생 으

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으로 자료가 공개된다. 따라서 발생된 

자료는 기존에 작권에 응되는 사용의 권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다. 자료를 사용할 때 잠재 인 문제는 발생한 빅데이터의 소유를 

구의 것으로 할 것이며 자료 사용을 통한 이득이나 피해에 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데이터주권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장측면에서 빅데이터는 목 하지 않고 발생한 자료이다. 용

10) 스크립트 방식은 CC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력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된 라이

선스 코드를 내 자료에 직접 붙여 넣을 수 있다. 이 코드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라이선스의 종류, 저작물의 제목, 형태, 저작자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서술 정보’를 

포함한다. 웹서비스 방식은 웹에서 공유하는 내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의 콘텐츠

에 원격으로 CCL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블로그나 콘텐츠의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능

을 통해 간단하게 적용하는 것이 사례이다. 또한 스크립트를 공유하여 PDF등의 일반 소프

트웨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물에 적용하는 것은 인쇄물의 앞/뒷면, CD나 

DVD 등 오프라인 매체의 눈에 잘 띄는 적당한 위치에 CCL 정보를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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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정보는 목 하고 설계하여 생성시킨 정보이기 때문에 사 에 정

보 가치가 비용상 정량화된다. 반면 빅데이터는 우연히 발생한 자

료를 처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 용량정보의 처리는 경제 인 에서 결정한 반면 빅데이

터 시 에 자료 처리는 사용자의 가치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규범측면에서 빅데이터는 윤리 인 문제를 내포한다. 용량정보

는 기업 등이 리 등의 목 을 해 생성하기 때문에 소수 문가

가 사 에 설계하고 처리체제를 구축한다. 반면 빅데이터는 일반 

개인들이나 기기 등에서 다른 목 을 해 운 할 때 부수 으로 

발생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에 한 문성이나 책임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자료가 다수 네티즌의 댓 이나 

참조를 통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자료의 변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술측면에서 빅데이터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다수의 자료가 

여러 곳에서 산발 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에 해 

상황에 따른 의미의 인식과 사용이 필요하다. 한 빅데이터 처리

에 있어서 분산된 자료를 감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나 하

둡(hadoop) 등 복잡한 분산기술의 이해가 필요하다.

용량정보와 빅데이터의 규제구조를 법, 시장, 규범, 기술 

에서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

1. 시장

2. 재정: 화폐

용 량 정 보  환경
법  기 반  규 제

· 법: 작권(소유)
· 시장: 목 (이윤)
· 규범: 소수기업
· 기술: 앙(정형)◥ ◤

1. 기술구조

2. 노드성: 정보

1. 법

2. 권 : 인증

I C T 정 책 의  규 제

데이터 주권 사례

빅 데 이 터  환경
기 술 기 반  규 제

· 법: 사용권(공유)
· 시장: 우연(가치)
· 규범: 다수 개인
· 기술: 분산(다형)

◢ ◣       ▲

1. 규범

2. 조직: 처방

표기: 1.규제유형, 2.정책도구(자원: 수단), ▶규제 간 향력(정책설계방향)

<그림 5> 데이터 주권에 한 정책의 차이

 

사례분석결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환경이 우

세한 빅데이터 시 에 정책설계는 기술구조 기반으로 설계되고 규

제가 구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구조기반의 정책설계를 해서는 

정보통신기술에 문성을 지닌 정책설계자가 주도 으로 참여하는 

정책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시  정책결정은 국가가 아닌 

세계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  정책

설계를 한 우리나라의 기술 인 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3년

간 우리의 정보화지수는  세계 최고이다. 이에 따른 정보사고의 

사례도 많으나 여 히 기회요인은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 정보통

신기술은 미국의 텔리즘(wintelism)11)과 유럽의 표 기술에 려 

양 성장과 질 빈곤을 면치 못하고 기술 인 식민지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상배, 2007; Borrus & Zysman, 1997; Tate, 2001). 

11) 윈텔리즘이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인텔사(intel)

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합성어로, 미국의 두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표준을 통해 세

계 컴퓨터산업에 구축한 지배적인 구조를 상징한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 의 도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시장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이다. 작 에 있어 빅데이터와 련한 기술, 시장, 규범, 

법제도 측면에 정책 으로 비한다면 미래 사이버세계의 질서를 

한민국이 주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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