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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거래 활용방안 및 전망

1.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와 위드(With) AI 시대
1. 데이터 경제 시대와 위드 AI
1-1. 데이터 경제 시대 개요
1-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
(1)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성화
(2) 4 차 산업혁명과 post-covid 시대
(3) 디지털 전환
1-1-2.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데이터 경제
(1) 데이터 경제 개념
(2) 데이터 경제 등장 배경
(3) 데이터 경제의 특징
가. 한계비용 제로 경제(the zero-marginal-cost) 구조
나. 양면시장(Two-sided market)
다. 데이터(data)
1-1-3. 4 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가치 창출
1-2. 데이터 산업 개요
1-2-1. 데이터 기술(Data Technology)
1-2-2. 데이터 가치사슬 및 가치 평가
(1) 데이터 가치사슬(Data Value Chain)
(2) 데이터 가치 평가
1-2-3. 데이터 축적
1-2-4. 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 작업
1-3. 데이터 분석 개요
1-3-1. 데이터의 품질의 중요성
(1) 원시 데이터(raw Data)
(2) 다크 데이터(Dark Data)
가. 다크 데이터(Dark Data) 개념
나. 다크 데이터의 중요성
다. 다크 데이터 활용 방안
라. 다크 데이터 활용 현황

(3) 메타 데이터(Metadata)
가. 메타 데이터(Metadata) 개념
나. 메타 데이터(Metadata)의 종류
다. 메타 데이터(Metadata) 관리
라. 메타 데이터 설계
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메타 데이터
② 메타 데이터 통합적 연결
③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1-3-2. 빅데이터 기술 개요
(1) 빅데이터 개요
(2) 빅데이터 분석
(3)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4) 빅데이터의 특징과 역할
1-4. 위드 AI 시대 데이터의 역할
1-4-1. 위드 AI 시대 개요
(1) 위드 AI 시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관계
(2) 위드 인공지능(AI) 시대
1-4-2.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1)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2)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가. 데이터 라벨링 개념
나. 데이터 라벨링 특징
다. 데이터 라벨링 가공 과정
라.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
마. 데이터 라벨러
바. 데이터 라벨링 생태계 조성 및 시장 전망
1-5. 데이터 센터
1-5-1.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1-5-2.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화
1-5-3. 데이터 저장과 클라우드 기술
1-5-4. 클라우드 시장
2.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2-1. 데이터 생태계
2-1-1. 데이터 구축 및 개방
(1) 데이터 구축
(2) 데이터 개방
2-1-2. 데이터 분석 및 활용
(1) 데이터 분석
(2) 데이터 활용
2-1-2. 데이터 시장

(1) 데이터 유통
(2) 데이터 중개
(3) 데이터 거래
2-2.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
3. 데이터 산업 동향
3-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3-1-1. 공공데이터
(1) 공공데이터 개념
(2)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3) 공공데이터 포털
3-1-2. 마이데이터
(1) 마이데이터 개념
(2) 마이데이터 산업 개요
(3) 마이데이터 접근 방식
(4) 마이데이터 아키텍처
(5) 마이데이터 활용
3-2. 환경데이터
3-3. 산업데이터
3-4. 의료 빅데이터
제 2 장 데이터 경제 시대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시장 전망
1. 데이터 경제 시대 미래 비즈니스 생태계
1-1. 데이터 경제(data economics) 시대 데이터 역할
1-1-1.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요
(1) 데이터 경제의 필요성
(2) 데이터 경제 가치
1-1-2. 데이터 경제 활성화
1-2.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1-2-1.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개요
1-2-2. 데이터 소유권 문제
(1) 데이터 소유권 개념
(2)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기준
1-3. 데이터 거래
2. 데이터 산업 동향
2-1. 데이터 산업
2-1-1. 데이터옵스(DataOps)
(1) 데이터옵스(DataOps) 개념
(2) 데이터옵스(DataOps)의 아키텍처

(3) 데이터옵스의 운영 프로세스
2-1-2. AI 옵스(AIOps)
(1) AIOps 개념
(2) AI 옵스 활용
(3) AI 옵스 시장 전망
3. 글로벌 데이터 경제 산업 동향 및 시장 전망
3-1. 국내외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3-1-1. 국내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3-1-2. 해외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중국
(4) 일본
3-2. 국내외 데이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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