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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연구 및 제안한다.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플랫폼들의 현황과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분석하여 에너지 데이터 거래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한다. 또한,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거래가이드를 분석하여 에너지 거래 가이드 구성요소와 거래 계약 거

래 원칙을 정의한다.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의 구성 요소로는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데이터 거

래 유형,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 데이터 구매 및 판매비용 산정 방안,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 방안, 데이터 거래시 법적 쟁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데이터 거

래 유형,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에 대해 정의하였다.

키워드: 에너지 데이터(energy data), 플랫폼(platform), 데이터 거래 가이드(data exchang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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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빅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활발하게 데이터 공급과 수요에 따라 

거래되고 있다. 에너지 데이터는 선진 계량 기반시설(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열 등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데이터의 

거래를 위한 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를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플랫폼들의 현황과 데이터 거래가이드를 분석하

여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조와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 구성요소

를 정의한다.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 구성요소로는, 거래 이해 

관계자 정의, 거래유형, 거래 원칙, 판매비용 및 플랫폼 이용료 산정 

방안, 법적 쟁점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데이터 

거래 이해 관계자 정의, 에너지 데이터 거래유형, 에너지 데이터 

거래 원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의한다.

2.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

현재 존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등 16개 분야이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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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
데이터 

종류
기타 사항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7]
284 

GIS분석, Tableau 등 

시각화 분석 제공

금융데이터거래

소[9]
732 데이터 원격분석환경 제공

환경 비즈니스 

빅데이터 

플랫폼[6]

719 
환경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제공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1]

1036 
빅데이터 센터에서의 민간 

데이터 융·복합

교통 빅데이터 

거래소[22]
308 

개별 차량과 사람 이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제공

국립암센터

CONNECT[18]
1098

메타데이터 조회, 비교군과 

기존군의 데이터 비교, 

환자의 히스토리 분석, 

오픈 API 제공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13]

8932 

경제·산업, 금융, 보건의료, 

소비, 유통 등 14개 

카테고리에서 데이터를 

거래

KT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16]

966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여 분석, ai 기반 

고급 모델링, 시각화 가능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19]

1386 

해양공간종합지도, 

수욘예측 AI 등 시각화 및 

응용 서비스 제공

중소, 중견기업 

데이터 

유통포털[20] 

484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3가지 혁신 서비스 제공

경기지역 경제 

포털[11] 
707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 

기업 평판 데이터 등 생산, 

소비, 일자리 데이터 / 

데이터 배당 시행중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10]
625 

산림분야 데이터를 

생산·가공 유통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14]
169 시각화 서비스 제공

디지털 산업혁신 

데이터 

거래소[5]

211 

이용약관, 시각화 서비스 

제공 / 분석환경과 

시각화툴 사용 가이드 제공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17]

224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서비스 제공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15]

734 교육 및 창업 지원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21]

168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Table. 1. Status of Big Data Platforms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고 준비 중에 있다.

3. 데이터 거래 가이드 현황 분석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기반이 되는 거래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 2는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항목 A B C D E

제목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

[8]

AI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지침[2]

데이터 

거래 및 

가격 

책정 

절차 

안내서

[3]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

인[4]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산 및 

정책 

방향[12]

출처

금융

보안원,

2020

일본경제

산업성, 

2018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 

2020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 

2019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2018

주요

내용

금융권에

서의 

전반적인 

데이터 

유통 

절차, 

거래 

계약 

주요 

사항

일본의 

데이터 

거래를 

위한 

계약 

지침

데이터 

거래의 

개념과 

데이터 

가격 

결정의 

절차 및 

가격 

책정의 

사례

데이터 

거래/계

약 시 

핵심 

요소, 

고려사항

, 계약 

표준 

계약서 

예시

산업데이

터플랫폼 

유형과 

주요국의 

관련 

정책

Table 2. Previous Data Exchange Guide

표 3에서는 데이터 가이드 구성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각 데이터 

가이드에서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존 5개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 가이드의 구성 요소로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

자 정의, 데이터 거래 유형,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 

데이터 구매 및 판매비용 산정 방안,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방안, 

데이터 거래 시 법적 쟁점 등의 6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데이터 가이드에서 정의된 6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의 유무를 파악하면 

표 3과 같이, 『금융권 데이터 유통가이드』에는 금융권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 시 법정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지침』, 『데이터 

거래 및 가격책정 절차 안내서』,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산업

데이터플랫폼 확산 및 정책 방향』에는 구성요소 중 일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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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 B C D E

데이터

가이드

구성

요소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O O X X O

데이터 거래 유형 O O O O O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
O O O O X

데이터 구매 및

판매비용 산정 방안
O △ O X X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 방안
O X X X X

데이터 거래 시

법적 쟁점
X O X O X

Table 3. Components of Data Exchange Guide

표 2와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분야에 데이터 거래 가이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에너지 데이터의 특수성

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부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데이터의 거래 가이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조

에너지 데이터 거래에서의 플랫폼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수용가에

서 전기, 가스, 열 계량정보수집사업자(Meter Operator)가 1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기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가스 데이터를 통합하여 가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열 데이터를 통합하여 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 

데이터 포탈을 구축하여 에너지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 수요자와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진다.

Fig. 1. Energey Data Platform Structure

5.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 구성요소

타 산업에서 제시된 데이터 거래 가이드의 내용을 분석하고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의 6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 에너지 데이터 거래 유형

� 에너지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

� 에너지 데이터 구매 및 판매비용 산정 방안

�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 방안

� 에너지 데이터 거래시 법적 쟁점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데이터 개리 이해관계자 정의, 에너지 데이터 

거래유형, 에너지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의하고, 에너지 데이터 구매 및 판매 비용 산정 방안,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방안, 에너지 데이터 거래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하기로 한다.

6. 에너지 데이터 거래 이해 관계자 정의

거래 이해 관계자는 데이터들을 결합, 가공 및 분석하고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데이터 포탈을 중심으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급자에는 각 수용가로부터 

측정한 전기, 가스, 열 사용량 데이터를 저장하여 공급하는 계량 

정보 수집 사업자와 계량 정보 수집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데이터들

을 통합 및 가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수요자에는 컨설팅 

기관, 분석 기관, 가공 회사, 데이터 전문기관 등이 있다.

7. 에너지 데이터 거래 유형

에너지 데이터의 거래 유형은 데이터 소유권에 따른 거래 유형, 

데이터 및 서비스에 따른 거래 유형, 데이터 제공 형태에 따른 거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 유형은 아래와 같다[2], [3], [4], [8].

거래 유형 기준 상세 유형

소유권에 따른 

거래 유형

라이선스 계약

양도 계약

데이터 교환

데이터 및 서비스에 

따른 거래 유형

원 데이터

결합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거래 유형

데이터 플랫폼 이용 

암호화 전송

매체를 통한 거래

API 서비스

Table 4. type of data transaction

8. 에너지 데이터 거래 계약 원칙 

원활한 에너지 데이터 거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데이터 거래 계약 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간 명확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 

거래 계약 당사자간 협상 및 교섭을 통한 거래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한 에너지 데이터 거래의 정착과 분쟁해소를 목적으

로 다음의 계약 원칙을 제시한다. 필수적인 영역으로 계약 대상 검토, 

권리 범위 설정, 데이터 보증, 침해 예방, 계약의 해지, 계약의 사후관리

가 있다. 표 5에서 각 영역 별 점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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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점검 항목

계약 대상 

검토

계약 대상 명확화

데이터 권리(인가)

개인정보 포함 여부

데이터 이용목적 및 서비스

포맷 및 전달 방법

권리 범위 

설정

이용 권리 범위

파생 데이터 이용 권리 범위

재이용 가능 여부

독점 권리 여부

권리의 양도 여부

데이터 

보증

데이터 품질 보증

데이터 갱신 보증

침해 예방

제3자 복제, 배포, 전송 등 금지

데이터 출처 표시

기술적 보호 조치

데이터 이용 현황 보고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의 사유 및 방법

계약 종료 효과

계약의 

사후관리

계약 종료시의 제공데이터 등의 

취급 방안 정의

준거법, 분쟁해결 등 일반조항 정의

Table 5. Exchange Agreement Areas and Checklists

9. 결론 및 추후 연구

현재 금융, 환경, 교통 등 16개의 분야에 걸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과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 가이드의 6가지 구성요소 중 거래 이해관계자와 

거래 유형, 거래 계약 원칙에 대해 기본 방향을 정의하였다. 에너지 

데이터는 수용가를 통해 측정되어 데이터 플랫폼으로 수집되며 에너지 

데이터 포탈에서 데이터를 결합·가공 및 분석하여 데이터 수요자에게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거래 유형은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및 서비스, 데이터 제공 형태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거래 

계약은 계약 대상 검토, 권리범위 설정, 데이터 보증, 침해 예방, 

계약의 해지, 계약의 사후 관리의 6가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정의된다. 

추후 연구로는 데이터 구매 및 판매비용 산정 방안,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 방안, 데이터 거래 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데이터 표준화 원칙, 품질 관리원칙, 가명처리 방안 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데이터 공유 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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