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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정부의 정보 기술 정책에 변화하는 기술적․사회적 환경과 행위
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재귀적 지식의 생산이 동반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자 한다.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는 제도들이 근대 이후에 현저하게 확산된 것이
관찰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가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행위자의 인지적 능력
사이의 간극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때, 정보기술을 둘러싼 기술 공급자, 중개
자, 소비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규모․복잡성․속도 면에서 고도화된 정보 사
회에서 정보 기술 정책의 입안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한국의 기술 정
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런 인지적 간극에 마주한 행위자들이 정책의 대상
이 되는 기술에 적용될 이름, 정의, 상징을 정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거듭해 왔
음을 보였지만, 이러한 이름, 정의, 상징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
한 지식을 생산하려는 체계적 시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귀적 지식이 행위자와 세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명하는 대로 둘의 관계를 구성하기 위
한 수행적 발화의 체계일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정보 기술 정책을 보조
하기 위한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계에 대한 특정한 설명 방식이 획득
할 수 있는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 정부의 ‘빅 데이터’ 정책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 기술
정책 중에서도, 정보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개발된 기술을 직
접 적용하여 정부 조직 전반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10
월에 처음 제안되었다. 정책 특유의 재귀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정보
정책들은 이전부터 다양한 공공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 지식을 생산해, 해당 정
책이 복잡한 기술적․사회적 세계의 상호작용을 거쳐 정부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미리 알고자 해왔다. ‘빅 데이터’가 인터넷 환경 및 이동 통신 기술
을 비롯한 변화에 의해 촉발된,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축적 속도가 빠른 데이
터를 의미하면서도, 이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 유통하기 위한
매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실행 공동체까지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
로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할 때, ‘빅 데이터’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한
인지적 작업이다. 이 난해함은 ‘빅 데이터’ 정책을 위한 활발한 재귀적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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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불러일으켜, 이전부터 정책지식을 생산해 오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
롯한 다수의 공공 연구기관이 참가하였다. 하지만 ‘빅 데이터’ 정책지식은 과거
와의 연속성보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으
로부터 빌려왔다는 불연속성 때문에 본 연구의 주목을 받았다.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은 ‘빅 데이터’라는 말을 기술적․사회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요약해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이름으로서 사용하는 설명의
체계를 구축해왔다.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은 점차 복잡해지고 빨라지는 정
보 기술의 변화를 분석해 지식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빅 데이터’의 경우, 정보 컨설팅 기업은
‘빅 데이터’의 정의와 데이터․기술․행위자를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포함한
개념적 도구들과, 수많은 분야의 조직 안과 밖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가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서베이 결과와 수치 자료를 사용하여 세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설명은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여, 이 프레임 안
에서 행위자로서의 조직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외부로부터 구매하
는 개인화된 시장적 행위자로, 행위자를 둘러싼 세계는 자원 창고로 그려진다.
한국의 정책지식 생산 과정에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이 ‘빅 데이터’란 무
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들이 들어왔을 때, 정보기술 정책에 대
한 이해는 정보 컨설팅 기업의 프레임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빅 데이터’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매개로
정부 조직 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시민․기업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
루어졌던 과거의 연구와 연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정책지식이
전제하던, 시민을 주축으로 한 행위자들이 데이터 활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만
들어낸 집합적 협력 관계는 ‘빅 데이터’ 정책지식 안에서는 시장적 거래 관계
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지식이 상정하는 세계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만 남고
시민은 배제되었다. 두 가지 상이한 정책지식이 동일하게 정책의 모델로 상정
하고 있던 사례에 대한 해석도 완벽하게 갈라져, ‘빅 데이터’ 정책은 행위자로
서의 정부와 기술적․사회적 환경 사이의 재귀적 관계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해에 기초하게 되었다.
물론,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이 만들어낸 ‘빅 데이터’의 프레임이 정책 지
식의 생산 과정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정책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다국적 정보 컨설팅이 제공한 설명의 장치들의 타당성이 의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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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를 포함한 개별 행위자가 데이터와
기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행위 모델과, 세계를 구매 가능한 데이터 자원의 창
고로서 그리는 시각에 의문이 점차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빅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면서 배제되었던 집합적 관계에 대한 강조와 상호작용의 현장
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복귀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빅 데이터’ 이전과는
변형된 의미를 가지고 돌아와, 정부가 참여할 집합적 상호작용은 데이터 자원
을 둘러싼 시장에서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의미할 뿐, 과거와
같이 데이터 활용법을 고안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의문이 제기된 결과 ‘시민’ 또한 정책 지식 안으로 돌아왔으나, 과거와 같은 참
여의 주체가 아닌 잠재적인 데이터 자원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다. 데
이터를 자원, 더 나아가 자본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자원의 취득을 세계 내
행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 시각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국적
컨설팅 그룹이 고안해낸 설명이 항상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프레임 속에서 생산되던 정책지식은 비록 의문이 제기되었더라도 그
영향력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빅 데이터’ 정책지식이 재구성되는 과정은 하나의 특
수한 사례인 동시에, 정보 기술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제시해준다. 공공 연구기관을
통한 정책지식의 생산 외에도, 보험 회사, 미래학, 기술 영향 평가를 비롯한 다
양한 채널을 통해 재귀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
에 관한 의사결정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현실의 거울이다. 따라서 본 논
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지식이 선택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고, 추후에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으
나, 선택의 결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빅 데이터, 재귀적 지식, 지식의 수행성, 정책지식, 정보기술 정책
학 번: 2011-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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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자신의 행동이 사회의 복잡한 관계들을 거쳐서 어떤 형태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인지(再歸)’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앞서
조정하는 지식 활동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시공간적 확장과 복
잡해진 상호작용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Giddens,
1990) 전통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위․속도․복잡성을 동반한 상호작
용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가져올 복합적 결과
에 대한 정보 부족’의 문제로 보고 ‘전문가 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시도가 널리 확산되었다.(Ibid. : 33-35) 보험사, 투자분석 기구, 미래학, 각
종 영향평가 등은 상기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 체계의 일부로, 사회학은
이들의 지식을 재귀적 지식(reflexive knowledge)이라 불러왔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정보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에 대한
구상이 형성되는 기초에 재귀적 지식의 생산․유통․수용을 둘러싼 상호작용
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정부가 법률, 경제, 경영, 그리고 공
학 전문가들을 대규모로 고용․조직하여 ‘어떤 연구에 지원 혹은 규제를 할 경
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식 생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점차 학제적
영역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요소 기술의 복잡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
었으며, 개발의 중심이 기존의 분과체계로부터 공통된 정체성을 나타낼 언어조
차 갖지 못한 이질적 전문가 집단들의 이합집산 사이로 옮겨갔다.(Bowker
&Star, 1999(2005): 487-490) “지금 기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무엇
인가? 그 변화는 어떤 행위자들이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그
러한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것인
가? 그 변화에 대해 미리 대응한 다른 사회들을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는
가?”라는 현실 인식이 점차 인지적 과제로서 부각되었다. 기술 개발과 적용의
기술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예측, 전망, 동향 분석 등의 생산에 특화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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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 활동영역을 넓혔으며,(Borup et al, 2006) 정부의 연구 기관은 물론이
고,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이 사기업, 정부, 교육 기관, 병원 등을 청중으로
재귀적 지식 생산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 또한 이 확산의 사례들이
다.(Pollock &Williams, 2009, 2010, 2011)
‘선진국에의 추격’을 강조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기술 개발 및 적용
전반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던 한국 사회에서, 기술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
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복합적 상호작용의 장이다. 정보통신기
술(서이종, Op. cit.; 한세억, 1997, 2000, 2002; 문상현, 2003, 2005; 이원, 2009)
나노기술(이은경, 2007), 생명공학(손향구, 2008), 문화기술(김성일, 2010)을 넘
나드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기술 정책’을 둘러싼 상호작용 속에
모호하고 미결정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정의, 상징, 언어’를 선택하
기 위한 작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였다. 정책에 있어 ‘기술’이란 고정된 대상
이 아니라, 이를 ‘정보통신’이나 ‘정보 인프라’, ‘정보 고속도로’ 혹은 ‘정보 사
회’ 등 어떤 것의 일부로서 파악할지에 대한(한세억, 1997; 서이종, 2001a) 다
양한 해석의 경합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란 점 또한 밝혀왔다. 이런 연구들은
기술 정책 형성 과정을 연구비를 투자하고,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며, 교육과
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후원자 관계에 중점을 두고 다
루던 과거 연구에 구분되는 독립적인 연구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정의, 상징, 언어’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각 집단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차이, 혹은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읽고자 할 뿐, 각 집단이 지지하는 개념화
의 방식들이, 기술과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마주한 현재와 마주칠 미래를
알기 위한 제도화된 지식의 일부로서 만들어졌단 것을 놓치고 있다. 연구 대상
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나 기업은 선행 연구의 구도 속에 존재하여도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시장분석 기구,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행위는 구도 밖에서 소외되어 왔다.
지식사회학 내에서, 재귀적 지식이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그
치지 않고, 기술하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실천’으로서 수행성(performativity)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왔다.(Callon, 1998, 2007; MacKenzie,
2003, 2007) 재귀적 지식은 유용한 정보인 이상으로, 그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해석의 질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 질서가 공유될 때 재귀적 지식은 ‘간주관
성(inter-subjectivity)’으로 기능하게 된단 점이 강조되었다.(Zuckerm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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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rr-cetina, 2003) 그리고 이런 강조에 따라 투자 분석기관이 만든 분석틀과
주식 시장(Zuckerman, Op, cit.), 지식 시스템으로서 금융 거래 시각화 장치와
파생상품 시장(Knorr-cetina, Op. cit.), 경제학과 미국의 전기 도매 시장
(Breslau, 2011), 방법론으로서의 시나리오 예측 기법과 국가 안보기구(Mallard
&Lakoff, 2011) 등 사회의 각 영역과 ‘요약․동향․전망․예측’을 만들어내는
전문 지식들의 만남이 연구되어 왔다.(Abolafia, 2006; Beunza &Garud, 2007)
이렇게 축적된 연구들은 개념, 정의, 분류틀, 방법론, 연산장치와 같은 ‘설명 장
치’를 만들고 이들을 배열(arrangement)하여 ‘설명 체계’를 만드는 행위, 그리
고 이들을 인용하고 재평가하는 행위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새로운
해석의 질서를 형성하는 사회적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본고는 기술 정책에 동반되는 ‘개념, 이름, 상징, 언어’의 수행성은 재
귀적 지식을 만들기 위한 ‘설명 장치의 배열과 체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
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빅 데이터’1)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정책지식을 만드는 과정을 사례로 해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로부터 발안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국가의 행정 인프라
전반에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적용할 정보기술의 국내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최근까지의 정보기술 정책들의 연
장선상에서 ‘빅 데이터’ 정책을 입안하였다. 2010년 이후, 특히 2011년 초입부
터 다수의 기업,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의 관심을 모은 ‘빅 데이터’가 규
모․복잡성․축적 속도에 있어 전례 없는 데이터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들 데
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할 분석기법이나 데이터의 저장․처리․통신을 위한 인
프라, 그리고 이러한 분석기법 및 인프라의 개발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생태계
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할 때, ‘빅 데이터’를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으로 도입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이 개별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현재 및 앞으
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상기한 계보의 정책은 그 결과가
입안자인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되돌아오기에, 특정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만
들어낼 귀결에 대한 재귀적 지식의 생산이 이전부터 일련의 정책을 뒷받침하
고 있었으며, ‘빅 데이터’ 정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빅 데이터’의 정책지
식을 생산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1) ‘빅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현재 혼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인용하거나 기관명, 저작물
명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빅 데이터’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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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기관으로서 90년대의 전자통신연구소 시절부터 정부가 주축이 되는
‘정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해왔다.(서이종, 2001b)
이 논문이 한국 정보기술 정책의 계보 중에서도 최근의 ‘빅 데이터’ 정책을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택한 것은 그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에 근거한다. 다국
적 컨설팅 기업들은 1980년대의 ‘조직 전산화(Czarniawska, 1997)’에서 1990년
대의 ‘고객관계관리(CRM)’, 그리고 2000년대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로 이
어지는 조직 경영 변화의 최신 형태로서 ‘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의 공공 연구기관이 MGI, 가트너, IDC, PwC와 같은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
들로부터 나온 모델, 분류법, 설명, 예시 등의 설명 장치를 광범위하게 받아들
여 사용하기 시작했단 점에서, ‘빅 데이터’ 정책을 위한 지식 생산은 그 계보
상의 직전 단계와 불연속면을 노정한다.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빅 데
이터’ 정책을 위한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공 연구기관들이 받아
들인 설명 장치들은 ‘정보 사회’에 대한 기존과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는 ‘설명
체계’의 일부로서, 정부의 정책 실천의 방향을 재구성하기 위한 매개들이다. 라
투어가 혁신이나 단절과 같은 불연속 상황이 이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처럼 보였던 과학적 설명의 숨은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제공해준다 한 것처럼(Latour, 2005: 79-82), 정책 지식의 생산에 새로운 설명
의 체계가 개입하는 불연속 지점 또한, 재귀적 지식의 변화가 그것이 설명하고
자 하는 정책 실천의 변화에 동반되는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정부의 ‘빅 데이터’ 정책에 있어 공공 연구기관들이 정
책을 보조하기 위한 ‘재귀적 지식’으로서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장치’가 개입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
장치들이 설명 체계를 이룸으로써 만들어낸 변화가 ‘정보 사회’를 만들고자 했
던 정부의 실천적 구상이 보여준 방향전환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 산하의 연구 기관들이 ‘빅
데이터’에 대한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의 설명
장치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 장치들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어떤 설명 장
치들을 대체․포섭․배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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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빅 데이터’에 대한 재귀적 지식의 생산을 둘러싼 설명 장치의 대체·포
섭·배제는 기존 정책이 가지고 있던 정보기술과 사회, 그리고 행위자로서의 정
부의 관계에 대한 구상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시켰는가?

2.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귀적 지식의 생산과 현대의 간주관성
재귀성(reflexivity)이란 주체의 행위가 자신에게 돌아와 주체가 처한 상황이
나 앞으로의 행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지칭한다. 이 개념은 사회학
에 국한되지 않고 너른 학문 분야 및 실용적 지식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개체
와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사이버네틱스에
서는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행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
향에서 벗어나 더욱 복잡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발전해가는 경향을 지칭하였고
(Hayles, 1996), 정보처리분야에서는 외부의 복잡한 정보를 대상으로 분류 행
위를 수행한 결과를 1차적으로 참조하여 분류방식을 수정하기 위한 기준을 도
출해내는 방법론의 특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박영택, 1994) 대표적인 금
융 전문가인 조지 소로스 또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정리하며, 복잡한 금융 시
장 변화에 대응하는 자신의 원칙 중 하나로 ‘재귀성의 이론(the theory of
reflexivity)’을 꼽았다.(Soros, 2008)
지식사회학의 입장에서 볼 때, 각 이론 내에서 ‘재귀성’을 개념화하거나 평가
하는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개념의 너른 분포가 근대적 제도로서 성립된
다양한 지식 분야에 재귀성이 요구되어온 사회변화의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점
이다.2) 기든스는 이를 근대 사회에 재귀적 지식의 생산이 ‘제도화’되었다고 설
2) ‘reflexivity’란 개념은 국내 사회학 문헌에는 학문의 ‘성찰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자주 소개
되었다. 이 경우 각 연구자의 이론이나 방법론에 깔린 전제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혹
은 사회와의 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에 반성적으로 사고해 이론이나 방법론을 수
정하는 것을 의미해왔다. 이 또한 상기한 ‘reflexive’한 것의 의미에 포함되지만, 근대 이후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용법에 비해선 그 의미가 한정된다. 나아가 사회학의 체계 이론에서 체계의
인식이 과연 재귀적일 수 있는지를 이론화하기 위해 ‘재귀성’ 개념을 정교화 하고자 했지만, 본 연
구의 관심은 재귀성 자체에 있지 않으며, ‘재귀적 지식’을 생산한다고 주장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
렇게 받아들여진 행위자들의 연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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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Giddens, 1990, 1992(2001))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행위자의 재귀적 인식은 근대에 특정된 것이 아닌 인간 행위의 기본 구성요소
라고 보지만, 근대는 재귀적 지식을 끊임없이 새로 갱신하고, 그에 맞춰 행위
를 수정할 것이 상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분된다.(Giddens, 1990:
36-37) 기든스는 급증한 지리적 이동성과 발달된 통신 매체에 의해 규모․복
잡성․속도 면에서 고도화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던 기존의 전통적 관념들이 더 이상 상호작용의 규모․복잡성․속
도를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잘려 나가거나 새로운 지식에 합병되는 경향 위에
이론을 세우고자 한다.(Giddens, 1992(2001): 63-64) 기든스는 대규모 화폐 거
래를 수행하는 경제 기구들에서 시작하여(Giddens, 1990: 25-27),3) ‘자본’이나
‘투자’ 같은 개념을 만든 사회과학 전반, 공적 통계를 만든 정부 등을 근대의
제도화된 재귀적 지식 생산의 예시로서 제시한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
회적 행위를 새롭게 유입되는 정보와 지식에 비추어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수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Ibid.: 38) 보험회사나(Beck, 1996(1997)) 다양
한 분야의 컨설팅 그룹, 시장조사기관, 투자분석기관 또한 재귀적 지식 생산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해왔다.(Borup et al., Op. cit.)
하지만 지식사회학 연구에서 한층 더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은 기든스의 두
번째 논점인데, 이는 “사회적 삶을 일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들은
곧 사회적 삶 속으로 도입되고 또한 그것을 변형”시켰단 점이다.(Giddens,
1992(2001): 64) 주커만(Zuckerman, 1999)과 크노르세티나(Knorr-Cetina, 2003)
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을 보여준다.
먼저, 주커만은 복잡하게 얽힌 주식시장을 보다 단순한 형태로 설명하는 투
자분석 전문가(security analysts)들이 분류 장치(categorical imperative)를 통
해 기업들의 상호작용을 재구성한단 것을 보였다. 주커만은 뒤르켐, 메리 더글
라스, 버거 및 루크만 등 ‘간주관성’에 대한 강조의 전통 위에서, ‘자신과 타자
의 행위를 비교하기 위한 공유된 역할 기준’이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이론적
문제와(Zuckerman, Op. cit.: 1398),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로(unobservable)’ 확
대된 시장의 상황을 대비시킨다. 그는 신제도주의 조직사회학 연구들이 각 조
3) 기든스는 짐멜을 인용하며 화폐 경제의 핵심은 채권과 채무로 이루어진 “지불 유예”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며, 이로서 훨씬 더 넓은 공간적 영역과 시간적 범위에 걸쳐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지불 유예라는 관계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믿음이 화폐 경제의 기초에 깔려있다고 주장하였다.(Giddens, 1990: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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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규범적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직 간의 상호 모니터
링’이나 ‘소비자의 기대’를 상정하였으나, 이는 조직의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내부 구성이 복잡해질 경우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 대신 주커만
은 이 간극에 투자분석 전문가들이 위치시킨다. 이들은 주식 시장의 거래에 직
접 참여하지 않지만, ‘비평가(critics)’의 입장에 서서 주식 시장 전체의 움직임
을 3인칭 시점에서 내려 보는 것처럼 설명한다. 주커만에 따르면 비평가의 설
명은 기업의 전략을 위한 가시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Ibid.: 1399-1400),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자의 이어지는 결정과 행위를 보조한다
는 의미에서 ‘재귀적 지식’이다.
하지만 주커만 연구의 핵심은 이들 투자분석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지식들이
단순히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참조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따라야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는 ‘사회적 검열(social screen)’의 장치로 기능한다
는 점이다.(Ibid.: 1404) 주커만은 상장된 회사들의 영업 활동이나 재화, 서비스
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기 위해 이들 비평가가 만들어낸 체계 안에서 처리되
지 못하는 애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조직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패널티를 받
는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그는 기업들은 이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업
활동, 재화, 서비스를 재구성하는 위치에 서게 되며, 투자 분석 비평가들의 설
명 행위는 실제로 시장 위에서 조직 사이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그 설명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Ibid.: 1403)4)
크노르세티나와 그 동료들 또한 파생 금융 상품이나 외환 거래소에 대한 일
련의 참여관찰 연구에서(Knorr-Cetina, 2003; Knorr-Cetina &Bruegger, 2002;
Knorr-Cetina, &Preda, 2007) 재귀적 지식이 간주관성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였다. 크노르세티나는 네트워크 구조 위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
결된 거래 상대에 대한 정보만을 취득해 행동 방침을 정하는 시장과, 각 행위
자가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지식을 텍스트나 이미지의 형태로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시장을 구분하여, 후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재귀성’에 기초하
고 있음을 명시한다.(Knorr-Cetina, 2003) 이 구분 위에서 크노르세티나는 파
생 상품이나 외환 시장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의 일상적인 거래 속의 판단이 특
4) 스트랭과 메이시(Strang &Macy, 2001) 또한 TQM이라는 특정한 경영 전략의 유행(Management
Fashion)에 컨설팅 그룹들이 만들어낸 ‘모범 사례’가 기업들 사이에 공유된 ‘인지적 지도’로 작동
하였단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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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거래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개별 대상이
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전체로서의 세계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지
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였다.5) 규모와 복잡성의 증가에 의한 관계의 문제와
지식 생산을 연결시키며, 이것이 “간주관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단 점에서
(Knorr-Cetina &Bruegger, 2002: 906, 944), 그의 연구 또한 기든스와 주커만
과 같은 종류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단 것을 알 수 있다.6)
하지만 크노르세티나는 간주관성의 영역에서 행사되는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러한 영향력이 실제 각 조직
현장에서 행사되기 위해 필요한 미시적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거래 시장에서
재귀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전자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시작으
로,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한 고려들, 화면에 표시할 내용을 만들어
내는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고려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Knorr-Cetina &Preda, 2007: 117) 크노르세티나는 각 현장 내에서 시스
템 구성요소들이 연계되는 과정에 깔린 미시 구조가 재귀적 지식을 통해 전체
시장의 성격에 반영된다고 보았다.(Knorr-Cetina &Bruegger, Op. cit.: 941)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는 이 두 연구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규모
와 복잡성에서 고도화된 상호작용이라는 배경, 그리고 ‘재귀적 지식’이라는 대
상과 ‘간주관성’이란 효과를 공유하며, 기든스가 보여주었던 두 번째 문제의식
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상기한 것처럼 주커만은 ‘페널티’를 통해 나타나는 재
귀적 지식의 강제적 영향력에, 크노르세티나는 그런 지식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투자 분석 전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베운
자와 가루드(Beunza &Garud, 2007)는 주커만이 택한 입장이 기존의 기준에
5)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의 거래 전문가들은 정보 수집과 거래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자
신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선’으로서의 채널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고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life form) “더 거대한 존재(greater being)"로서의 시장과 마주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Knorr-Cetina, 2003: 12)
6) 크노르세티나는 지구적인 규모의 거래 시장 내의 상호작용을 밑에서부터 지탱하는 이러한 지식 시
스템을 처음엔 ‘global social system’이라고 불렀으나(Knorr-Cetina &Bruegger, 2002), 2003년 논
문에서 이를 ‘global reflexive system’이라고 다시 이름 붙였다.(Knorr-Cetina, 2003) 2002년의 경
우 ‘간주관성’을 언급하며 이 시스템에서 생산된 지식이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social' 시스템이라고 불렀으나, 2003년에 와 바뀐 이름은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이 단순히 사회적
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재구성을 위해 특정한 형태의 지식을 만드는 데 있음을 강
조하게 되었다. 크노르세티나는 재귀적 지식을 만드는 시스템이 거래 시장을 ‘지역’이라는 시공간
에서 벗어나게 해 ‘지구적’이고 탈배태된 시장에 대한 담론을 형성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재귀적 지
식에 대한 기든스의 논의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Knorr-Cetina, Op. ci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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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 않는 이종적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들을 분류할 체계가 오
래전부터 존재하는 종류의 시장에는 적합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시
각이 투자분석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경우와, 이러한 경우 어떤 것들이 간주관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라는 질문
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특히 소위 ‘닷컴’ 기업과 같이 분류하기 어려운
형태의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정보 기술 영역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질성․분류법이 지속적으로 교차한다고 보았다.(Ibid.: 21)
정보 기술은 그 생산과 혁신, 그리고 적용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정책 담당
자, 투자자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있어 재귀적 지식의 역할이 적극 연구되어온
분야이다. 폴록과 윌리엄스의 연구에 따르면, 가트너(Gartner) 정보 컨설팅 그
룹 같은 거대 전문가 기구는 기술의 생산자 및 소비자 커뮤니티 동향 전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별 조직들의 전략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지식은 분류
체계 만들기, 이름 붙이기, 이론 생산하기, 예측 조사하기와 같은 다양한 지식
생산 행위에 의해 유지된다.(Pollock &Williams, 2009, 2010, 2011) 이들 또한
선행연구로서 주커만의 연구가 ‘비평가’들이 분류라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복잡한 관계의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분류의 다양한
도구와 장치들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 그러한 분류틀
이 받아들여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선행해야 된다는 과학기술
사회학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크노르세티나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Pollock &Williams, 2011: 198) 베운자와 가루드도 투자분석 전문가의 영
향력이 지식을 구성하는 분류법, 비유법, 개념의 결합관계(association)에 좌우
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관점을 택한다.(Beunza &Garud, Op. cit.: 15) 본고 또
한 재귀적 지식이 간주관성으로 기능하는 영역 중 정보기술이라는 분야를 다
루고, 또한 그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빅 데이터’에 대한 재귀적 지식이 형성
되는 과정을 다루는 만큼, 주커만보다는 크노르세티나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
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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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식의 수행성에 관한 연구
크노르세티나가 파생 상품 및 외환 거래 시장의 지식 시스템이 ‘재귀적’일
뿐만 아니라 ‘수행적(performative)’이라고 지칭할 때(Knorr-Cetina, 2003: 11),
이 개념은 과학사회학, 지식사회학 그리고 경제사회학이 만난 분야에서 사회적
지식의 ‘수행성’을 분석해 온 일련의 연구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베운자와
가루드, 폴록과 윌리엄스 또한 미셸 칼롱을 필두로 한 이 연구의 흐름을
(Callon, 1998, 2007; MacKenzie, 2003, 2007) 이론적 근거의 일부로 받아들임
으로써, 주커만으로 대표되는 연구 경향과 차별화하고자 하고 있다
과학지식사회학자들은 최근 사회과학 및 인문학으로 그 대상을 넓히고 있으
며(Calmic et al, 2011) 그 중 미셀 칼롱과 도날드 맥킨지는 경제학의 ‘수행성
(performativity)’을 논하며 사회에 대한 지식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MacKenzie et al., 2007: 2) 여기서 현실이란 특정 지
식에 있어 설명 대상인 동시에 구성하는 대상이며(Callon, 2007: 315), 이들은
지식이 현실을 그것이 설명하는 바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에 주목한다.
(MacKenzie, 2007: 55) 이들은 ‘수행성’이란 개념의 기원을 오스틴(J. L.
Austin)의 언어철학에서 찾았다. 오스틴은 서술적 발화와 수행적 발화를 구분
하여, 법률이나 학술적 명제를 포함한 모든 발화가 발화 내용을 기술하는 이상
으로 새로운 사건(event)을 야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실상 모든
발화는 수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칼롱과
맥킨지는 발화의 한 가지인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의 언어들 또한 새로운 사건
을 야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Callon, 2007: 316-317) 나아가 이들은
오스틴에서 출발한 ‘수행성’ 개념이, 젠더 이론에서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담론의 수행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과학사회학에서는 피커링
(Andrew Pickering)의 ‘과학의 재현적 언어(representational idiom)’와 ‘수행적
언어(performative idiom)’ 사이의 구분이나, 지시 대상 사이와의 피드백 속에
서 ‘사회적 종’ 개념이 갖는 ‘수행적 성격’(performative nature)을 강조한 배리
반즈(Barry Barnes)의 연구로 이어져 왔다는 계보를 제시한다.(MacKenzie, et
al., 2007: 2-3; Callon, 2007: 328-330)7)
7) 다만 ‘수행성’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로버트 머튼의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등을 통해 사회학 내에서 유사한 주제가 다루어져 왔다고 본다.(Merto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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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사람의 논의는 사회 이론이 경험한 ‘수행적 전회’의 역사에서 특수
한 위치를 차지한다. 오스틴은 화행(speech act)의 효과8)가 발휘되기 위한 적
정 조건(the conditions of felicity)을 발화의 맥락 및 맥락 내 관습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Austin, 1975(1992): 32-45) 반면에 데리다는 화행이 효과를 생
산할 경우 그 효과로 인해 맥락이 변화하며, 맥락 안의 관습조차 그러한 효과
의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화행의 효과를 관습적 맥락의 결과로서 돌릴 수
없다고 본다.(김미정, 2008: 58) 따라서 언어의 수행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화행이 특정 상황 및 관습과 적절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닌, 특정 화
행이 어떻게 여러 다른 맥락 사이에서 반복가능성과 인용가능성을 획득하며
관습과 같은 힘을 획득하는지에 있다고 본다.(Ibid.: 51) 칼롱은 수행성 연구를
가능하게 한 세 가지 전회 중 하나로서 오스틴의 언어철학뿐만 아니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ANT)을 받아들임으로써 오스틴보다는 데리다의 입장 위에 서
게 되었다.(Callon, 2007: 316-321)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고정된 맥락으로서의
‘사회’를 독립변수로 두기를 유보하며, 기입된 텍스트들이 여러 행위자 사이를
돌아다니며 동원의 매개로서 작용하는 과정을 본다는 점에서(Latour, 1987) 반
복가능성과 인용가능성의 테제를 택하고 있다.9)
언어철학과는 구분되는 사회이론에서의 ‘수행적 전회’는 데리다의 주장처럼
넓은 반복과 인용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복잡 다양한 가변적인 무수한 규칙’
과 그 규칙 사이에서 ‘의례, 놀이, 화행’을 수행하는 행위자의 규칙에 대한 지
각 및 반성 능력 사이의 마찬가지로 가변적 관계에 주목하였다.(김미정, Op.
cit.: 57-58) 칼롱은 버틀러가 무대 전면과 후면, 역할 및 사회적 정체성과 개
인적 정체성을 나눈 고프만의 수행에 관한 논의를 더 급진적으로 확대시켜, 인
간의 정체성은 수행하는 역할을 벗어날 수 없단 지점까지 나아갔다고 평하였
는데(Callon, Op. cit.: 329) 수행에 대한 연구전통에서 고프만은 하버마스와 함
475-490; Callon, 2007)
8) 오스틴은 수행적 발화를 구분하여 특정한 말을 함으로써 그 말에 담겨있는 통보, 명령, 경고, 보증,
선언을 만들어내는 관습적인 힘에 의해 효과가 형성되는 발화수반행위와(illocutory act)와, 단순히
그것을 말한 사건에 의해 인과적으로 촉발된 발화효과행위(prelocutory act)를 구분한다.(Austin,
Op. cit.: 139-140) ‘~을 선서한다.’라는 말의 관습적 효력 때문에 선서가 발동된 것이 전자라면, 그
선서의 의외성 때문에 누군가가 놀라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오스틴이 분석에 집중하는
것은 주로 관습과 연관된 전자이다.
9) 다만 데리다를 직접 인용하거나, 선행 연구의 계보 상에 기술하지는 않는다. 칼롱이 수행성 이론의
계보 위에 놓은 버틀러 또한 언화 행위의 영향력은 오스틴이 말하는 맥락적 관습보다 여러 시대
와 장소에 반복적으로 상연되는 의례로서의 특성에서 나온다고 보았다.(Butler, 199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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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반성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쪽으로, 버틀러는 그 반대 측의 대표로 여겨지
고 있다.(김미정, Op. cit.: 58)
하지만 칼롱은 그 안에서도 기존의 수행성 연구들이 행위성을 규칙과 행위
사이의 관계로 본 것에 대해 비판하는 점에서, 선행하는 입장들과 차이점을 갖
는다. 칼롱은 고프만의 프레임 이론에 대한 해석에서, 고프만에게 있어 연극이
란 각본과 배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도구, 무대 장치, 관객을 포
괄하는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칼롱은 이 구성요소가 각각이
연극에 투입되기 전부터 가지던 고유의 삶, 역사, 사회문화적 의미가 연극 고
유의 의미 구조를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연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처가 없는 한 연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
이 고프만 프레임 이론의 핵심이라고 해석하였다.(Callon, 1998: 249-250)
따라서 칼롱을 비롯하여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이론의 수행성을 강조하는 최
근의 연구들은 연극에 있어 도구에 해당하는 지식 생산의 세부적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Knorr-Cetina, Op. cit.; Beunza &Garud,
Op. cit.; Pollock &Williams, 2009, 2010, 2011; Abolafia, 2006) 이 구성요소는
각종 명제, 방법론, 조사절차, 데이터세트, 조사원의 신체기법, 연구자의 훈련
등 지식 생산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하며, 이들을 통칭하는
이름은 도구(tool)를 비롯하여 장치(equipment), 기구(device), 수단(means)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10) 이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칼롱은 들뢰즈를 참
고해 ‘아장스망(agencement)’이라 불렀지만(Callon, 2007), 그 밖에도 불어인
‘agencement’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인 ‘arrangement’에 더해, ‘assemblage,
combination, adjustment, configuration, alignment’가 여러 연구들에 걸쳐 사
용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나타낼 특정한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에 주목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칼롱은
이 조정이 성공할 경우 프레임(frame)이 형성된다고 보며, 성공한 프레임은 현
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복잡성 위에 하나의 경계를 만들어 그 경계 내에
서 일어나는 일을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실체로서 경험되도록
10) 아볼라피아(Abolafia, 2006)는 연방준비위원회 내에서 상황인식에 관한 ‘프레임 분쟁’이 이해관계
등에 의해 무작위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수치, 방법론, 시나리오 예측 등의 자원을 동원함
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브레슬라우(Breslau, 2011)는 미국 전기 도매 시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자의 참여로 인해 변화한 점을 연구했는데, 경제학자가 설득을 위해 동원한 모델
과 방법론들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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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11) 프레임이 형성된 이후 설명 장치들은 경계 밖으로 제외되었던 요소
들이 끊임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범람(overflowing)’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재조정되거나 새로운 장치가 추가된다. 그리고 몇
몇 연구는 수행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된 지식 전반을 ‘시스템(global
reflex system)’(Knorr-cetina, 2003), 혹은 ‘메커니즘(collective calculation
mechanism)'(MacKenzie, 2007)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칼롱과 맥킨지의 입장이 프레임이나 제도의 형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자에 대한 맹목을 공유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니엘 밀러
는(Miller, 2002) 칼롱이 경제학의 이론들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연구하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근대 경제 논리를 자세히 기술하고 설명한 반면, 그런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받아들여져 정책으로서 적용되는 각 현장에서 사용되던
경제생활에 대한 고유한 이론 및 방법은 연구에서 소외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마르셀 모스나 칼 폴라니가 연구한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배태되어
있는 경제생활의 논리들은 수동적 객체로 상정되고, 서구 경제학자들은 장치들
의 배열을 완성하기 위해 타지를 개척한다. 칼롱은 ‘범람’ 개념을 통해, 도날드
맥킨지는 경제학자의 수행성에 대응하는 대항-수행성(counter-performativity)
개념을 통해 이를 보충하려고 하나(MacKenzie, 2007: 75-77), 이때에도 주된
관심은 경제학자들이 이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는가에 있다.
본고 또한 밀러의 비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한 ‘수용성’ 개념은 그 유용
성이 제한된다고 본다. 칼롱이나 맥킨지 이외에도 지식의 수행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경제학자(Breslau, 2011)나 정보 컨설턴트(Pollock &Williams, 2009,
2010, 2011)가 직접 자신의 모델, 방법론, 조사도구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상황에 연구를 한정해 왔다.12) 하지만 특정한 지식의 수행성을 통해 영향력을
11) 예를 들어 칼롱은 경제학의 거래 개념을 통해 사고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은 상이한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거래 이론으로 포괄되지 않은
경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외부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이론, 방법론, 도구의 배열을
경제학자 공동체의 집합적 프로젝트로 만들어냈다는데 기인한다.(Callon, 1998: 249-250)
12) 예를 들어 컨설팅 그룹이 만들어낸 ERP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영국의 국가 보건 서비스 및
그에 속한 공중 병원의 혁신에 적용될 때나(Bloomfield &Vurdubakis, 1994, 1997), 대학 교육기관
에 적용될 때도(Pollock, Williams &D‘Addrio, 2007), CRM이 맨체스터 시의회에 도입될 때도
(Pollock &Williams, 2009, 2010) 그 안에서 어떻게 컨설팅 그룹이 의도한 배열이 완성되는지가 중
점적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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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려는 행위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성 개념의 적용 범위를 좁
히게 되며, 경제학 이론이나 정보 컨설팅 그룹이 만든 시장분석 모델 및 방법
론의 너른 전파는 특별히 이를 위한 전도사가 파견되지 않은 범위까지도 수용
자 층이 넓게 퍼져있다는 사실에 기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
라, 지식을 생산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는 생산자로서 다른 생산자의 이론
과 도구를 빌려 비교해 사용한다.13) 그리고 본고는 지식의 수행성이 전제하는
반복가능성과 인용가능성이란, 이런 한층 더 넓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또한 포함할 수 있어야 의미 있다고 본다.
3) 기술 정책의 의미 구성에 관한 연구
기술 정책을 위한 재귀적 지식의 필요성은 물적․인적․제도적 자원을 투자
할 대상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정체가 불명확하다는데 기초한다. 한국 사회가
1990년대까지 기술 정책을 정립하는데 있어 선진국에 대한 추격 모델을 강조
했다고 여겨지지만, 일련의 연구들은 추격해야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
격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경향 속이 위치한다.
첫째로, 연구를 설계하는데 있어 국민 국가 내부의 수준과 국제 거버넌스 수
준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세억(1997, 2000, 2002)은 한국의
국가정보화정책에 있어 정책의 대상의 ‘정체성’이 ‘전기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
정보정책, 정보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를 한국이라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의 담론적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은 특정한 기술이
나 기술 환경의 변화가 화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담론이 국내에 도입된 이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 설정에 있어서의 협동이나 경합만을 다룰 뿐,
그 ‘도입’ 자체를 문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은경(2007)의 경우
“미국에서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해 당시로서는 SF에 가까운 나
노기술의 비전을 구체적인 언어로 된 정책으로 만들어야”(Ibid.: 98) 했었음을
13) 이기웅(2011)은 한국의 서로 다른 광고 업체가 특정한 광고 경영 이론을 ‘글로벌’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위해 그 이론과 방법론, 도구 등을 수입하면서도 각 조직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 방
법론, 절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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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한국 또한 나노기술 정책의 논리를 구성하는데 집중하였음을 밝힌다.
하지만 후자의 과정에서 미국의 논리들이 벤치마킹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과정의 분석을 생략하고 양 정부의 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원(2009)은 ‘방송통신융합’이란 말의 구체적 의미와 목표가 사회적 설
득을 통한 수용 과정을 거치며 구성된다고 보고 프랑스와 한국의 방송통신융
합 정책 담론의 형성을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또한 한국의 방송통신융합
담론 형성 과정에서 OECD와 프랑스의 보고서들이 참조되었다고 말할 뿐, 그
것이 참조되는 과정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다루지 못하였다. 김성일(2010)
또한 충분히 논의되거나 합의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 기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담론적 작업을 다루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글로벌 미
디어 산업계의 지배담론의 영향을 받아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힐 뿐, 담론의
형성은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국내의 정부 부처, 언론계, 학계 등의 관계 속에
서만 기술하고, 글로벌 담론의 구체적 수용 과정은 블랙박스로 놓아두고 있다.
반면에 기술의 국제적 수준의 거버넌스나 담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그
것이 특정한 지역적 맥락에 도입되면서 일어나는 경합과 변화보다는 초국가적
인 의견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상현(2003, 2005)은 정책이란 “모호하고
미결정된 현실로부터 구성되고, 특정한 것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선택되
며, 특정 프레임에 적합하도록 이름 지어지는”(문상현, 2003: 17)이라는 시각
아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담론을 연구하지만, 이를 국제기구
나 국제기업연합, 국제비정부기구 사이의 의견 경합으로만 다루고 있다. 홍성
태(1999) 또한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하여 ‘정보주의’라는 담론과 그 대항 담
론을 연구하나, 신자유주의와 같이 특정한 적용 영역을 가지지 않는 전 세계적
이고 시대적인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 또한 충분히 유의미하
나, 이 연구 경향의 양극화로 인해 기술과 그 환경의 변화를 가리키는 ‘언어,
정체성, 담론’이 여려 경계를 넘어 다니며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빈자리로 놓아두게 되었다.
둘째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술 정책의 형성 과정에 동반되는 의미 구성 관
한 연구들은, 의미의 단위를 비교 연구의 경우는 국민 국가 단위 경계, 국민
국가 내의 경합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각 행위자 사이의 경계를 통해 구분
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의미의 차이를 상정하는 여러 이름, 어휘, 이론의 사용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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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국가 내에서 통합된 구조로 존재하는 의미
구성체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개념이 각 조직이나
국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생산을 둘러싼 또 다른 상호작용의 결과물일 수
도 있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어휘를 이를 주창하고 사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타 개
념, 이론, 방법론 등의 대상과의 상세한 상호작용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
에 주목한 연구는 적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담론(문상현, 2003, 2005; 이원,
2009; 김성일, 2010), 사회적 이해(이은경, 2007)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위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구성요소를 나누고 있진 않다.
서이종(2001a, 2001b)의 연구는 위의 두 가지 경향이 비워두고 있는 지점을
다루면서, 본고의 연구문제와 가장 근접해 있다. 서이종(2001a)은 우선 독일과
일본의 국가정보화정책 형성 과정의 비교를 통해 해당 시기에 정보 기술의 변
화와 사회의 변화를 연관시키는 상이한 개념화 방식들로 ‘국가 인프라’ ‘정보
사회’ 등이 생산되고 이 차이가 국가정보화정책의 구체적인 형태에 차이를 가
져왔음을 보였다.14) 다만 이 지점까지는 그런 개념들이 유통되어 영향력이 성
립되는 과정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어지는 연구는(서이종, 2001b) 국가
정보화정책을 만드는 데 참조되는 정책지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정보화 지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서이종은 정보화 지수를 만드
는 작업을 1920년대 이후 시작된 사회지표운동의 연장으로 해석하면서,
OECD, 일본의 전기통신총합연구소(RITE), 한국의 한국전산원 및 전자통신연
구소, 그리고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인 IDC 등에서 각기 다른 지표가 정보
사회에 대한 상이한 이해 속에서 만들어져 왔음을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와 같은 지나치게 많은 부처나 기관이 결합된 행위자를 상정하기 보
다는 전기통신총합연구소나 한국전산원과 같은 지식 생산자로서의 공공 연구
기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그리고 이런 공공 연구기관
이란 조직의 경계를 분석 단위로 하여 ‘정보화 지수’의 상이한 의미의 경계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표를 공유하거나 차별화하여 사용하는 과정 혹
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의 분화를 분석하고
14) 서이종(Op. cit.: 237)은 독일과 일본의 국가정보기반(NII) 비전을 비교한 연구에서 ‘정보 사회’라
는 개념을 통해 사회 문제로서 정책의 의미를 구성한 독일과, ‘정보 고속도로 및 인프라’라는 개념
을 통해 기술기반의 건설로서 정책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일본의 차이를 밝혔다.
- 16 -

자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OECD나 일본의 총합연구조사표가 한국전산원의 정
보화 지표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밝혔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자 사이를
이동하며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의 구성 요소가 존재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다만, 참조와 영향력 관계가 있음을 명시하였음에도 그 내용 구성에
있어 구체적인 참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소략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갖는다.

3.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15), 이것은 구체적인 기술
이나 그 산출물을 지시하기보다는, 그런 구체적 요소 기술이나 산출물 차원에
서의 변화를 포함한 기술적․사회적 환경 전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재귀
적 지식의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버틀러가 명명은 수행적 담화로서 대상의 사
회적 존재를 인정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한 것처럼(Butler, 1997: 2),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여, 복수의 기술과 장치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그 이름을 갖지 못한 것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계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Pollock &Williams, 2011)16) ‘빅 데이터’ 또한 그러한 이름의 하나
로, 본고가 그 표기에 있어 인용부호인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빅 데이터’를 선
택한 것 또한, 그 이름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국적 정보 컨
설팅 그룹이 만들어 가장 널리 유통되는 ‘빅 데이터’의 정의로 “기존의 방식으
15) 신문기사나 경영 전문지, 블로그 게시물 등에 출처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빅
데이터'라는 용어가 최초 사용된 경우를 찾기는 힘들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또한 수치가
엄밀할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지점이 2011년이란 점은 알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에서(http://www.kinds.or.kr) “빅 데이터”나 “빅데이터”라는 어구
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검색했을 때, 2008년에 1건(“지자체 재정난과 붉은 여왕 효과”(매일신문 7
월 23일)) 2009년 1건(“흥미로운 예측의 세계”(매일신문 7월 9일)), 2010년 하반기에 1건(“빅 데이
터 시대의 명암”(한국경제 10월 31일))에 그치던 것이 2011년 이후 증가하여 2012년까지 총 1400
여건의 기사가 검색되고 있다.
16) 1990년과 2002년 사이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0개가 넘는 이름들이 사용되었으며, 명명은
이전 세대나 경쟁자로부터 구별 짓기를 시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였다.(Pollock
&Williams, 2011: 195)
- 17 -

로는 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자료”(MGI, 2011)라는
협의의 정의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
를 추출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IDC, 2011b)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두 정의가 포괄하는 범위 내에서 ‘빅 데이터’는
각종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의 저장․수집․분석․유통을 위한 하드웨어․소프
트웨어․분석기법 전반, 이 개별 기술의 개발․투자․상품화․유통․지원․규
제에 관여하는 실행 공동체 및 조직들 전반을 문맥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칭한
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빅 데이터’의 시
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새로 부여받는다.17)
‘빅 데이터’란 이름이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불확실성 및 가변성에도 불구하
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그에 대한 설명이 재귀적 지식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한국 정부와 연계되어 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이 다국적 컨설팅 그룹의 설명 장치를 이용하여 ‘빅 데
이터’에 대한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 설명 장치는 한국
정부가 데이터 저장과 처리를 포함한 정보 기술상의 변화를 정부 조직에 적용
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진작시킬 정책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이어져오던 지식 생산에 개입하였다. 본 연구는 ‘빅 데이터’가 단순히 정책을
위한 새로운 이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재귀적 지식의
개별 설명 장치 나아가 전체 설명 체계의 교체를 동반하고 있다고 점에 주목
한다. 이에 본고는 이 교체의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 기관들의 재귀적 지식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개념, 분류틀, 도표, 수치화 자료 등의 설명 장치를 검토한
다. 따라서 본고의 주된 연구 대상은 크게 다음 둘로 나뉜다.
첫째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재귀적 지식으로서 정책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
영되는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 생산 활동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또한 그 초기부터 ‘빅 데이터’에 대한 정책지식의
생산에 참여해왔으나. 그 구심점이 되었던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다.
2012년 4월 30일에 행정안전부에 의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빅 데
17) 구성요소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이미 “빅 데이터는 실체가 아니라 많은 IT 경계를 넘나
드는 역학”(IDC, 2011a: 5)이라고 그 확산을 주도하는 정보 컨설팅 그룹 등에 의해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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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테스크 포스가 시동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는 ‘빅 데이터
전략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행정안전부, 2012: 3) 빅 데이터 전략 연구센터
는 ‘빅 데이터 기반 미래사회 대응전략 수립, 빅 데이터 글로벌 선진사례 연구,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와 같은 정책지식의 직접적인 생산과
함께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운영지원’을 담당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포
함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상기한 네
기관은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에 참여하기 전부터 ‘빅 데이터’에 대한 정책지
식을 만들어냈고, 포럼에도 최초부터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따라서 공
공 연구기관 중에서도 이 네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로, ‘빅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활동이
다. 다수의 컨설팅 기업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한국 내에서 ‘빅 데
이터’를 위한 재귀적 지식의 생산에 사용된 여러 설명 장치들의 제공자인 한에
서 분석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맥킨지(McKinsey) 그룹의 연구기관인
<McKinsey Global Institutie (MGI)>,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International
Data group, IDG) 소속 연구기관인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 (IDC)>
을 주축으로, 영국의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코퍼(PricewaterhouseCoper (PwC))
와 가트너(Gartner) 컨설팅 그룹의 전신인 메타 그룹(META group)을 다룬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빅 데이터’의 등장부터 2012년 11월까지로 한정
한다. 이는 ‘빅 데이터’가 확보한 기반이 안정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될 필
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정도로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빅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첫 정책안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
트 정부 구현안』은 2011년 10월에 제시되었으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이것이 2012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 의해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현황과 추진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행정안전부, 2012) 이어
2012년에 8월에 정부 소속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및 기업들이 조직한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에 앞선 구
현안과 추진 계획이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으로 정
리되어, 3개 중점 과제를 포함한 19개 국가 과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시
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시점까지 앞 선 연구 기관들에서 생산한 ‘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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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지식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의 수집
‘빅 데이터’에 대한 지식생산 활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연구대
상으로 선정된 행위자들이 생산한 ‘동향분석 보고서’라는 텍스트를 준비된 분
석틀에 의해 검토하는 문헌 분석의 방법을 취한다. 기술적 변화의 의미를 정리
해 이를 제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현장으로 기술 워크숍(Case, 2001), 데모
발표회(Pollock, Williams &D'Adderio, 2007), 프레젠테이션(Smith, 2009), 그리
고 기술 전람회나 쇼 케이스(Bloomfield &Vurdubakis, 2001)가 다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빅 데이터’에 대한 재귀적 지식의 생산을 분석
하기 위해 상기한 현장들보다는 ‘동향분석 보고서’를 택하여, 텍스트의 확장 가
능성을 매개로 실행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에 주목해 온 연구전통에 위에 선
다.(Smith, 1984; Latour, 1987; Bloomfield &Vurdubakis; 1994, 1997) 이들은
현대 조직과 같이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에서는 기록 관리․검사․평가 행위를
통하지 않으면 각 세부 현장끼리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졌단 것을 배경으로, 조
직 내에서 기록 및 독서 행위가 암묵적 지식이나 관습을 중개하는 역할을 부
각시켜 왔다.(Smith, Op. cit.) 본고의 결정은 기든스가 재귀적 지식이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적용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한 계기로 쓰기의 발달을 든
것(Giddens, 1990), 설이 언어의 수행성이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는 기능하는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것을 쓰기라고 본 것(Searle, 20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본 연구의 이론적 관심과도 맞닿아 있는 동시에, 컨설팅 그룹이 ‘빅 데이터’
이전부터 홍보해왔던 ‘조직 전산화’, ‘BI’, ‘CRM’ 또한 사용 매뉴얼, 교과서, 컨
설팅 보고서, 지침서 등의 기록 행위를 동반해 왔던 현실과도 접점을 갖는
다.(Bloomfield &Vurdubakis, 1997: 86)
‘동향분석 보고서(Trend Report)’는 최근의 기술적 변화와 그것이 산업, 정책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정기 간행물이다. 그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경
영․정책․공학을 전공한 저자들을 고용한 민간 컨설팅 그룹이나 공공 연구기
관을 포괄하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발행된다. 둘째, 그 발행 기관의 다양성에
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술 및 그 환경의 복잡한 변화를 하나의 객관적 흐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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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으로 묶어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18) 셋째, 텍스트들은 월간
에 준하는 빈도로 발간되어 널리 공개된다. 이는 넓은 청중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다양한 집단에 속한 저자들이 서로를 의식하는 하나의 실행
공동체를 이룰 근거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향 분석보고서의 네 번째
특징은 이것이 브리콜라주를 통해 구성된 텍스트란 점이다. 브리콜라주는 “흔
한 재료를 이것저것 결합시켜 만드는 것으로서 한정된 가능성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며, 새로운 의미는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하거나 순서
를 바꾸는” 변형 과정을 통해 나온다.(Chandler, 2002(2006): 328-329) 동향분
석 보고서를 읽는 독자 또한 여러 보고서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료’로서 인용
되는 몇 가지 공통적인 모델, 도표, 그래프, 시각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재
료’는 동일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접점인 동시에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의 기초가 된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서 동향분석 보고서를 선택할 때, 본고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로, ‘빅 데이터’란 이름을 통해 묶인 구성 요소들은
‘빅 데이터’ 이전에는 ‘세만틱 웹’, ‘소셜 네트워크 및 M2M 네트워크’, ‘클라우
드, ‘자연어 처리 및 인공지능’ 등 다른 이름으로 묶여 출판물이 간행되기도 하
였다. 따라서 ‘빅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 구성요소 각각을 서술한
모든 동향분석 보고서 안에서 자료를 선별하는 것보다는, 그 구성요소들 중 얼
마를 포괄하든 이를 ‘빅 데이터’라는 범주의 일부로서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진
문헌 중에서 선별하고자 하였다. 둘째, 앞서 밝힌 것처럼 분고의 분석은 2012
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서 또한 그 전까지 출간이
이루어진 것 중에 선별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수
집과 선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공공 연구기관에 의해 발간된 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은 정기적으로 발간하던 『IT &Future Strategy』의 지면을 진흥원 내 빅데
이터 전략연구센터가 담당하도록 하여, 2012년의 경우 제 1호를 제외하고는 전
부 ‘빅 데이터’에 할당하였다. 본고는 2011년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빅
18) 이 때문에 동향분석 보고서는 보통 「IT &Future Strategy」(한국정보화진흥원), 「Tech Focu
s」(IDG), 「최신 IT동향」(정보통신산업진흥원), 「ISSUE &TREND」(KT 경제경영연구소)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에 구체적 초점(Focus, Issue)을 부여한다는 의미의 제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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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주제로 발간한 『IT &Future Strategy』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수집
하였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에서 2012년 두 차례 발간
한 해외 및 국내 선진 사례 백서 또한 수집하였다. 그 외에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게시판을 검색하여 동향
분석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또 이렇게 수집된 문헌들 각각의 참고문헌 파트를
참조하여 이에 인용된 문헌들 중 상기한 네 기관에서 ‘빅 데이터’에 관해 발행
한 동향분석 보고서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중 수집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빅
데이터’에 대한 국내 공공 연구기관의 동향분석 보고서 19건을 수집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1-1 항목 참조)19)
그리고 ‘빅 데이터’라는 주제가 나오기 이전의 동향분석 보고서들은 그 주제
의 연관성과 설명 장치의 교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기관 중 가
장 주축이 되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1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한 과거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참고문헌 1-2 항목 참조)
나) 다국적 컨설팅 기구의 동향분석 보고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재귀적 지식
의 생산에 사용한 ‘빅 데이터’ 설명 장치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어떤
설명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빅 데이터’가 정의되고 소개되던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선 2012년에 걸친 다국적 컨설
팅 기업의 동향분석 보고서 중, 국내 동향분석 보고서 및 정책 문헌에서 설명
의 근거로서 빈번하게 인용된 것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MGI, IDC, IDG, 가
트너, PwC가 발행한 보고서가 수집되었다.(참고문헌 1-3 항목 참조)
이 외에 분석상의 참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우선, 분
석에 필요할 경우 국내 시장분석 기구에 의해 발간된 동향분석 보고서를 수집
하였다. 이 때, 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에 참여했으면서 독자적인 시장분석 기
구를 보유하고 있던 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KT경제경영연
구소, 그리고 LG ERI에서 발행한 동향분석 보고서를 수집의 범위 안에 포함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빅데이터 연구 동향과 시사점」(2012년 3월) 「미․일의 Big Data R&D
전략과 우리나라의 대응과제」(2012년 6월), 「빅데이터 국내외 적용 사례로 본 시사점」(2012년
9월)은 공공 연구기관에서 발간하였으나 그 집필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삼성 SDS와 같은
외부 민간 기관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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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또 정부 부처에서 ‘빅 데이터’ 관련해서 만든 정책안과 보도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는 정책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참고문헌 1-4 항목 참조) 그리고 짧은 기간을
다루기에 발간 순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문 중에 근거 자료
로서 쓰일 때 상기한 모든 자료의 출간시기를 년에서 월까지 표기한다.(예: 국
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4. 이론적 틀
‘빅 데이터’ 동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
성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틀은 첫째로, 재귀적 지식 안에서 설명
장치들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그 배열의 효과인 프레임이 발생하는 단계까지
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로 이루어진 부분과, 둘째로, 이러한 재귀적
지식의 정책 결정의 제도적 과정과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자는 이 논문에서 분석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후자
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나타내는 담론과 지식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가 기
술 정책이 형성되는 제도적 과정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본고의 전제
에 해당한다.
첫째로, 본 연구는 재귀적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적 도구의 집합을 정의하고자 한다.
가) 행위자/행위: 본고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 및 정책 관련 공공 연구기관을
지식 기구(knowledge institution)라고 부른다. 선행연구는 이들을 비평가나 중
개자(intermediaries)로 개념화하기도 했지만, 본고는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었단 의미에서 지식 기구라고 개념화한다. 그리고 이들의
실천을 본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지식에 의한 ‘설명(explanation)’으로 묶고자
하며, 설명은 ‘설명 장치(equipment)’의 생산을 기초로 이루어진다.20) ‘설명 장
이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온 기술(description), 계산(calculation), 관찰(observation), 요약
(summary), 투사(projection), 세계 만들기(world-making) 등의 실천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장
치’는 도구(tool)이나 기구(device) 등으로도 묶이던 개념, 방법론, 조사 방법, 신체 기법 등을 포함
한다.(Callon, 1998, 2007; Knorr-Cetina &Bruegger, 2002; Knorr-Cetina, 2003; MacKenzie, 20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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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분류를 도와줄 틀로는 컨설팅 기업이 사용하는 지식의 형태를 검토한 폴
록과 윌리엄스(Pollock &Williams, 2010)의 분류법([표 1-1])을 참조한다. 다만,
‘인프라 지식’에 속했던 “강하게 제도화된 전제들”을 제외하였다.(Ibid.: 544)21)
[표 1-1] 설명 체계를 구성하는 장치의 분류틀
분류
인프라 지식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
미래 전망

설명 장치
시장에 대한 정의와 분류법
공급자를 포함한 시장 내 행위자들의 분류
시장분석가에 의해 수행된 경험 연구
산업의 현 상태와 미래에 관한 장기적 예측
사회적 전환에 대한 말과 글

나) 장치(equipment), 체계(system), 프레임(frame): 지식 기구의 설명 행위
는 장치의 생산에 이어 장치의 배열(arrangement)로 이어진다. 배열은 칼롱
(Callon, 1998)이 선택한 ‘아장스망’처럼 고유의 철학적 배경을 갖기 보다는,
‘지식의 수행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장치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한다
는’ 공통된 의미로 사용했던 어휘들의 하나로써 사용된다. 그리고 이 배열의
결과 설명 장치들은 ‘설명 체계’를 이루며, 설명 체계는 그 효과로서 칼롱
(Callon, 1998)이 정의한 의미의 ‘프레임’을 발생시킨다.
다) 균열과 범람(overflowing): 설명 장치의 배열이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일부가 결여되는 것을 ‘균열’로 보며, 이 경우 설명 체계가 프레임을 만
들어내면서 경계 밖으로 제외시켰던 요소가 재귀적 지식의 생산 과정 내로 다
시 들어오는 것을 칼롱(Callon, 1998)에 따라 ‘범람’이라고 부른다. 특정 설명
체계의 특성은 그 형성뿐만이 아니라, 이 균열과 범람의 가능성에 어떻게 반응
하는가에 따라 설명될 수 있으며, 칼롱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은 설명 장치를 만
든 사람들이 직접 이 범람을 막아내는 방식으로서 설명 장치의 개량 및 추가
등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본고는 경제학자나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파견한 행
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설명 장치 및 체계와 범람 사이의 관계는, 설명 체
21) 이것은 지식이 위기에 처하기 전까진 보이지 않는 전제로서 ‘깊은 의미 구조’를 뜻하는데, 본고
는 이를 설명 장치가 아닌 장치들을 배열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서의 ‘프레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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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재귀적 지식의 특성을 말해줄 수 있다고 보고, 연
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의 진행은 이 세 가지 개념군을 순차적으로 사용하
며 이루어진다. 가) 먼저 ‘지식 기구’인 다국적 컨설팅 그룹이 행위자로서 설명
의 수행을 위해 어떤 ‘설명 장치’를 생산하는지를 다룬다. 나) 다음에 이런 장
치들이 국내의 재귀적 지식 생산 속에서 어떻게 ‘배열’되고, ‘체계’를 이루며,
‘프레임’을 형성하는지를 검토한다. 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지속되는 지식 생산
속에서 설명 체계가 ‘균열’ 그리고 ‘범람’과 맺는 관계를 밝힌다.
둘째로, 본고가 재귀적 지식의 생산이 한 정부의 기술 정책이 갖는 내용과
형태를 전부 결정할 만큼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인과모델을 세우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포함한 ‘의미’의 영역이 기술 정책을 둘러싼 한층 물질적인 제
도적 과정과 갖는 관계에 대하여, 본고는 언어가 가진 수행성을 인간 제도의
핵심에 놓아 ‘언어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되, 모든 제도를 언어
의 수행성의 인과적 효과로 환원시키지 않는 관계를 상정한 존 설과 그 입장
을 같이한다.(Searle, 2010) 설은 화폐나 선거와 같은 인간의 제도적 기구들이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매개로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지만, 언어가 ‘충분조
건’이 되지 않는단 것 또한 주지하고 있었다. “언어가 가진 힘을 통해서만 진
리의 조건, 복종의 조건과 같은 다양한 양태의 충분조건이 유의미하게 표현될
수 있고”(Ibid.: 114) 약속이나 요청, 명령이 가능한 매체인 언어를 통해 이런
조건이 “선언(declaration)”되지 않는 이상 집단적인 시도가 맞물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어는 구성적 힘을 갖는다.(Ibid.: 14)22)
마찬가지로, 기술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어 특정한 형태로 귀결되는 과정에는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경제적 영역의 제도들이 개입한다.
하지만 본고는 기술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의, 언어, 상징, 개념들을 선
택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이유가, 이것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든, 권력 게임이
든,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인 현상이 기초하는 각종 조건 등을 명확히 해주기
22) 설은 과거에 자신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게임을 하는 것’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던 것을 반성
하며 그러한 비유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를 이미 이해하지 않는 이상, 게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을 포함한 다른 제도는 언어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Searle,
Op. cit.: 115)는 말은 언어를 통해서만 게임의 시작, 진행, 종료와 관련된 조건들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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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보고자 한다.23)

5.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2장은 데이터를 둘러싼 기술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빅 데이
터’란 이름 아래 정리하고자 한 설명 체계의 형성을 다룬다. 이는 ‘빅 데이터’
의 정의, 특성, 구성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 분야의 지식들을 포함하지만,
그 외에도 ‘빅 데이터’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관
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관계를 설득시키기 위한 지식들 또한 요구한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빅 데이터’에 관한 이러한 재귀적 지식들을 위한 설명
장치들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빅 데이터’의 설명 체계가 정부 정책을 위한 재귀적 지식 생산에
들어오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
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네 공공 연구기관이 작성한 ‘빅 데이
터’ 관련 동향분석보고서가 2장에서 밝혀진 ‘빅 데이터’에 대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체계에 속해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이들이 기존에 공공 연구기관이 사용하던 어떤 설명 장치들을 대체하였는지
추적하고, 그 결과로서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난 요소들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과의 연관 속에서 성공적으로 배열된 ‘빅 데이
터’ 설명 체계와 그 효과로서의 프레임이, 정책관련 공공 연구기관의 지속되는
지식 생산 활동 중에서 어떤 균열과 범람을 마주하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균열
과 범람을 통해 설명 체계가 지식 생산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반론, 그리고
그 결과를 추적한다.
마지막 5장은 이 논문의 결론부로서, 연구내용을 요약한 후 이 연구가 가지
는 함의 및 한계를 논할 것이다.
23) 존 설은 언어 중에서도 성문화된 것들, 혹은 컴퓨터 디스크나 은행 계자와 같은 매체에 독해 가
능한 형태로 기록된 것들을 우선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이 직접적인 물질적 현전을 벗어나
더 넓은 시공간에 걸친 사회적(제도적) 사실 속에서 “선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Ibid.:
115), 이는 앞서 검토한 라투어를 비롯하여 ‘기록’된 지식을 강조해온 전통이나 시공간적 압축에
서의 재귀적 지식을 강조해온 기든스의 입장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이
론적 틀은 이러한 입장들 위에 세워져 있다.

- 26 -

Ⅱ. 다국적 컨설팅 기업에 의한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구성
‘빅 데이터’가 2010년 후반부터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을 망라한 각종 조직
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약속의 대상’으로서24) 부각되었던
이면에는 ‘빅 데이터’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다국
적 컨설팅 기업이 존재한다. ‘빅 데이터’는 기존의 다양한 기술적 구성요소들과
그것이 적용될 현실의 변화를 묶는 ‘이름’으로, ‘빅 데이터’란 이름의 도입이 단
순한 명목론적 변화로 끝나지 않고 실재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빅
데이터’의 현실적합성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빅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그 기술적 구성 요소에 대한 정리 외에도, 현재 광범위하게 일어
나고 있는 변화 중 한 조직이나 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
으로서의 재귀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 설명이란 정의
나 분류와 같은 개념적 도구부터 설문조사, 통계, 사례연구와 같은 경험적 도
구까지 넓은 범위의 장치들의 체계이다.
본고의 연구 질문은 한국 정부와 그에 속한 정책 연구기관들이 재귀적 지식
의 생산을 위해 컨설팅 그룹의 어휘와 도구를 받아들였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선 우선 ‘다국적 컨설팅 그룹’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이름을 붙
이기 위해 ‘빅 데이터’란 어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경험적 실재와 연결시
키기 위한 설명들을 다양한 개념적·경험적 장치를 통해 지식의 형태로 생산하
는 과정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지식의 수행성을 검토한다는 측
면에서 본고의 목적은 다국적 컨설팅 기업들이 만든 설명 장치들이 가진 진리
치, 논리적 정교함, 타당성의 평가에 있지 않으며, 이 장은 다국적 컨설팅 기업
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여러 맥락, 특히 한국 정부 및 정책 관련 공공 연구기
관의 지식 생산 과정이란 맥락에 유입되어 그 과정을 변화시킬 구체적 장치들
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4)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빅 데이터는 ‘고객 충성도 확보, 조직의 명성 관리, 실시간
수요 예측, 공급 최적화’(PwC, 2010: 8)는 물론이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인간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던 의사결정 대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MGI, 201105: 97-98)을 거쳐 ‘은행에 있
어서는 리스크 회피 및 금융범죄 방지를, 소매상들에겐 가격 최적화를,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세
금 사기 적발을, 우주항공산업에게는 설비 예지 보전을’ 약속한다.(IDC, 2011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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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도구(1): 인프라 지식
1) ‘정의(definition)’: ‘빅 데이터’와 수행적 발화로서의 이름 붙이기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빅 데이터’의 정의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MGI와 IDC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
맥킨지 그룹의 연구기관인 MGI는 ‘빅 데이터’를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
트웨어가 수집․저장․관리․분석할 처리 능력을 넘어선 규모의 데이터세
트”(MGI, 201105: 1)라고 규정했는데, 이 정의에서 ‘빅 데이터’는 ‘데이터’의 일
종이다.25) 반면 기술과 미디어 분야에 대한 벤처 캐피탈이자 컨설팅 기구인
IDG가 운용하는 연구기관인 IDC는 ‘빅 데이터’를 “(데이터의-인용자 주)정량
적인 한계치 차원에서 파악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된 방대한
볼륨의 데이터로부터 고속 캡처,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
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세대 기술과 아키텍처26) 관점”이 포
함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IDC, 201106: 5; 201111: 1) IDC의 이런
정의 방식은 “DB(데이터베이스-인용자 주)가 아닌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춘 정
의”(이성춘 외, 201107: 2; 정병권 외 201204: 12)라고 평가되며, MGI의 정의처
럼 여러 문헌에 걸쳐 재생된다.27) 다만, 이 두 정의는 널리 사용되는 과정에서
상호배제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이 두 정의가 함께 사용되면서, ‘빅
데이터’는 이 두 정의로 구획된 구간 사이에 포함되는 모든 대상을 묶어내는
범주의 이름이 되었다.28) 따라서 ‘빅 데이터’란 용어는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
25) “‘빅 데이터’란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
칭(SERI)”(정지선, 201112)는 정의처럼 다른 글에서 MGI의 정의를 재인용하면서 원출처가 생략된
경우도 발견된다.
26) 아키텍쳐는 컴퓨터 공학에 있어 하드웨어의 상호 연결을 통해 기능, 성능, 비용 등에 있어 목표하
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념 및 기술을 의미한다.
27) 정확히 IDC를 언급하며 인용한 문헌 외에도(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이성춘, 201203) ‘빅
데이터’가 데이터를 넘어 그 분석 업무수행을 위한 분석기술이나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정
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종의 정의까지 포함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다음은 그 예
시이다 “빅 데이터는 (...) 점차 관련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변화하는 추세”
(채승병, 201102: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05: 32) “데이터의 집합만을 지칭하였으나 관련 기술
및 도구(수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로 확대”(행정안전부, 201207: 1)
28)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두 정의를 함께 인용하는 문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빅 데이터’의
정의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은 본고에서 지적하기 전부터 이미 동향분석 보고서의 저자나 정
책 담당자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지점으로, “DB의 규모에 초점을 맞춘 정의(McKinsey,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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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석 기법, 그리고 그 저장을 위한 인프라나 조직 구조를 사용되는 맥락
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미한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고객이나 한층 넓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빅 데이터’의
정의를 만들고 유포시켰지만, 그들의 초점은 그 정의의 개념적 정확성이나 그
지시 대상의 명료함의 추구에 있지 않았다. 상기한 것처럼 ‘빅 데이터’에 대해
선 복수의 정의가 공존하며, 그 공존하는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대상들을 ‘빅
데이터’에 끌어들이고 있다. 나아가, 그 정의를 만들고 유포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하나인 IDC 조차 ‘빅 데이터’란 “실체가 아니다.”(IDC, 201106)라고 명
기한다. 즉, 그들이 속한 영역은 학술적인 상호작용의 공간과 달리 ‘정의’라는
발화 행위가 가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하
지만 IDC가 ‘빅 데이터’가 실체가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을 역설하는 점은 오히
려 IDC가 발화한 시점에서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받아들이는 청중
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대상을 ‘빅 데이터’와 같이 하나의 ‘명사’의
형태로 제시하는 행위가 ‘정의를 통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외연을 가진
대상’이 존재함을 역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발화행위의 하나로 작동할 수 있음
을 암시한다.
‘빅 데이터’란 용어는 처음부터 정의가 요구되는, 특정한 외연을 지닌 객체로
서 ‘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초기 단계에서 ‘빅 데이터’는 하나의 관용어구
에 가까웠다. ‘빅 데이터’란 어휘가 여러 연구 기관이 발행하는 동향분석 보고
서의 표제에 사용되었을 때도, 이 어휘의 용법은 하나의 이름과 수사적 표현
사이에서 불안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런던에 본부를 둔 다국적 회계감
사 기업인 PwC는 2010년 가을에 『빅 데이터를 이해하기(Making Sense of
Big Data)』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여29) ‘빅 데이터’를 “대부분 구조화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결코 멈추지 않을 축적”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2010년 하반기에 MIT 슬로언 경영연구소와 종합 정보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
한 IBM이 연합하여 각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설문결과를 출간했을 땐,
DB가 아니라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춘 정의(IDC, 2011)”(이성춘 외, 201105: 2)나 “기술적 정의
(IDC '11) / 규모적 정의(매킨지 ‘11)”(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1: 2)와 같은 구분법을 이미 적
용하고 있었다.
29) 컨설팅 기업의 동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정확한 인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최초의 출
처를 찾을 수는 없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 KT경제경영연구소 등 국내의 연
구 기관들이 인용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의 동향분석 보고서 중 가장 최초의 보고서는 PwC의 상
기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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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란 제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빅 데이터’를 두 단
어가 결합해 만들어진 하나의 명사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빅 데이터’에 대한
정의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30) 저자들은 대신에 데이터란 ‘명사’에 지속적인 축
적을 통한 그 규모의 증가를 나타내는 여러 ‘수식어’를 돌려쓰고 있다.31) 표제
의 ‘빅 데이터’ 또한 대상의 이름이라기 보단 데이터란 대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수식어인 ‘빅’을 붙인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단 걸 알 수 있다.(Steve et
al., 201112)
따라서 ‘빅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기존에 없던 것이 발견 혹은 발명됨으로
써 형성된 새로운 대상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현상과 대상을 분절해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설득 행위가 정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빅 데
이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작업은 우선 그것이 청중들의 눈앞에 존재한
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주장은 MGI의 경우이든 IDC
의 경우이든 그 초점이 다를 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자각’하도록
하는 발화를 동반한다. 전자의 경우 그러한 일의 대상이자 재료를 ‘빅 데이터’
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과 도구들을 ‘빅 데
이터’라고 부를 뿐이다.32) 이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될수록, ‘빅 데
이터’는 그것이 포괄하는 개별적인 데이터세트나 하드웨어 기술, 분석 기술로
나누어지긴 보다는 그것들을 종합하는 의미로서의 정의를 가진 대상으로 경험
가능한 실체가 된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이를 위한 설명 장치를 준비하고
30) 본문 전체에서 제목을 제외하고 ‘Big Data’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Big data is getting
bigger."이란 표현뿐인데, 이 또한 ‘빅’을 이름의 한 구성요소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증가 추세를 나
타내기 위한 수식의 한 가지로 쓰고 있다.(Ibid.: 29)
31) 언어철학자인 콰인(Quine, 1980(1993))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속성, 관계, 집합 등에
대한 일반 명사들이나 몇몇 신화 상의 존재는 모두 서술어의 거듭된 사용이 가져온 의미와 명명
의 혼동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페가수스”는 대명사에 “페가수스화하다
(peagsizes)”란 묘사를 수행하다가 나온 파생어로 간주할 수 있다.(Ibid.: 21) 그리고 이는 흔히 쓰
는 “개”와 같은 명사에도 통용되어(그것은 개와 같다. 그것은 개의 성질을 갖는다. 등), 대명사야
말로 지칭의 기본 매체이고, 사실 명사는 대명사를 수식하던 것이 대명사를 대신해버린 대대명사
(propronpoun)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 존
재에 대한 설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지식 이론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한 존재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물리학 체계 같은 어떤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하다. 즉, 최소한 우리가 이성적인 한, 우리는 원래의 경험의 무질서한 단편
들이 조정되고 정리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개념적 틀을 채택한다. 우리가 일단 넓은 의미의 과학
을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 개념적 틀을 선택하면, 우리의 존재론은 결정된다.”(Ibid.: 31)
32) IDC는 능력과 도구를 ‘빅 데이터’라고 부르고, 대신에 MGI가 ‘빅 데이터’라고 부른 전자에 해당하
는 ‘일의 대상’을 ‘데이터 유니버스’라고 부른다.(IDC,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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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첫 번째 도구는 위의 격차를 한층 더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 분류틀’의 단계적 배열이다.
2) ‘분류틀’: ‘빅 데이터’와 데이터·기술·행위자의 편성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제안한 ‘데이터’와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기
술’을 분류하기 위한 틀은, ‘빅 데이터’의 한층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적인 활동
을 보이고 있는 개별 조직이나 공동체까지 연결시키기고 있다. 각 단계의 분류
는 다음 단계의 분류를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며, 마지막 단계에 개별 학교, 병
원, 기업, 연구소 등의 개별 사례들이 분류된다. 이 각 단계마다 특정한 격차가
강조되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류될 사례들은 앞서 가는 자와 뒤 따라 가는
자의 구도 속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2-1] ‘빅 데이터’의 3V 모델
첫 번째로, 전형적인 처리 능력
출처: 정병권 외(201204)
을 넘어서는 ‘데이터’란 무엇인지
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
된다. MGI의 ‘빅 데이터’ 정의는
데이터의 ‘크기’와 ‘행위자의 현재
역량’ 사이의 대비를 강조했지만,
데이터의 규모(volume)에 더해서
빠른 속도(Velocity)와 형태의 다
양성(Variety) 또한 대비의 기준
으로 제시된다, 이를 줄여 3V라
고 부른다. 속도의 문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이나 포털에서의 검색 기록같이 매초마다 축적되는
데이터의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가능성의 문제이다. 다양성의 문제는 수치의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라는 고전적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축적되
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도
전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기존의 형식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정형’ 데이터에 반
대되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거나, 혹은 x축과 y축의 ‘관계’로 나타내는 테
이블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관계형’ 데이터와 반대되는 ‘비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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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다. 이 셋이 모두 적용되는 것을 ‘빅 데이터’라고 부르나
경우에 따라선 이 중 둘 이상 혹은 하나만이라도 전형적인 처리 능력을 넘어
선다면 ‘빅 데이터’라고 지칭한다.
‘빅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3V 모델은 ‘빅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하
는 시도에 반복적으로 동반되며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IDC나 IBM과 가트너
와 같은 정보 컨설팅 기업은 물론이고, SAS와 같은 데이터분석 전문기업, 혹
은 IT 저널리스트(Ricci, 2012)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똑
같이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SAS 같은 경우 여기다가 새로운 가치(Value)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더해 4V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가트너의 경우
복잡성(Complexity)을 더해 ‘3V1C’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였다.(정지선, 201204.:
6)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그 기초는 3V에 있다고 할 수 있다.(Ibid.: 6)
둘째로, 이 ‘3V’라는 모델을 통한 데이터의 분류는 그 다음 단계의 분류법을
구성하는 기초가 된다. PwC(2010)는 위의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규모와 다양성
을 활용하여 ‘빅 데이터’ 기술을 특 [그림 2-2] PwC의 ‘빅 데이터 분석’ 분류
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분류법을
출처: PwC(2010: 9)
33)34)
구축한다.([그림 2-2] 참조) 이
러한 분류법은 인용과 전파에 유리
한 도식의 형태로 정리되어 ‘빅 데
이터’에 대한 동향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문헌에서 재생산되는
데, 이 도식은 적어도 세 가지 메
시지를 포함한다. 첫째로, 앞서 제
시되었던 데이터에 대한 분류법으
로 각각 x축과 y축을 구성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란
33) PwC가 주장하는 “전통적 BI”와 “빅 데이터” 사이의 구분은 그 간편화된 도식을 매개로 하여 여
러 문헌에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05: 33), 송영조
(201204), 정병권 외(201204: 14) 등에 의해 인용되었다. 자세한 것은 Ⅲ장 참조.
34) 여기서도 ‘빅 데이터’라는 이름이 가지는 용법의 다양성이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글
에서 PwC는 ‘빅 데이터’를 “대부분 구조화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결코 멈추지 않
을 축적”으로 규정하여 MGI에 가까운 용법으로 사용했지만, 이 표의 맥락에서 ‘빅 데이터’는 비즈
니스 인텔리전스(BI)라는 자동화된 데이터분석 알고리즘을 기업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분석 방식’
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IDC에 가까운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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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역설되고 있다. 둘째로, 4사분면을 ‘전통적’인 것이라고 두고 이로부터 탈
출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단 기준에 이어 판단의 지향점을
규정하고자 한다. IDC(201111) 또한 ‘과거’와 ‘새로운 시대’라는 대비의 구도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이 도식은 ‘빅 데이터’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IDC가 언급한
‘도구’들과 그 기술적 기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해주고 있다. [그
림 2-2]에 제시된 2사분면의 괄호 안의 ‘맵리듀스’나 ‘하둡’은 전에 없던 규모
와 다양성을 보이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량과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
장치의 속도 등을 단일 컴퓨터로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복수의 컴퓨
터의 조직적 연동, 즉 ‘분산 병렬 처리’에 의하여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
들로, ‘빅 데이터’의 기술적 기초로서 반복되어 언급된다.35) MGI(201106:
27-33)나 IDC(201111: 6)의 동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이 두 가지를 ‘빅 데이터
를 인프라 기술’로 묶어 ‘빅 데이터 분석기술’과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정보
컨설팅 기업들의 주요한 영업활동이 이러한 인프라 및 분석 기술들을 적용해
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공급자와 수요자(기업, 정부 등의 각 조직들)를 중개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만큼, 이 소개 부분은 정보 컨설팅 기업이 제시하는 영업
카탈로그이기도 하다. 각 조직은 이 중 몇 가지에 대한 최적화된 선택적 도입,
즉, ‘구매’에 의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 인프라’ 기술의 하나로 자주 소개되는 클라우드 컴퓨
팅이란 상기한 분산 병렬 처리를 위한 시스템들의 군집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각된 서비스이다.(손주욱,
201110: 9) 이는 “희소한 연산 자원, 특히 분산 병렬 처리를 위한 자원을 네트
워크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MGI, 201105: 32)인데, 이미 병렬 처리를 위한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을 갖추어 놓은 서비스 공급자의 서버에 개인 및
35) “데이터를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저장하고 이들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병렬 처리 방식”을 지원
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군으로(손민선․문병순, 201203: 6) 극히 많고 복잡한 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한 연산 자원과 시간을 여러 대의 컴퓨터의 군집 협업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한다.
맵리듀스(MapReduce)나 카산드라(Cassandra), 하둡(Hadoop)과 같이 ‘빅 데이터’에 관련된 문헌에
서 자주 발견되는 기술 용어들은 데이터의 분산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들이며,
NoSQL은 분산 병렬 처리의 대상이 된 데이터가 행과 열로 만들어진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에 포함될 수 없는 형태(비관계형 데이터non-relational data)를 취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화의 방법(프로그램 언어)이다. 반대로 여기서 부정을 나타내는 ‘No’를 제외한
SQL은 행과 열로 구조화되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 언어 중 하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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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용자의 단말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한 후, 사용자가 가진 데이터
를 네트워크에 전송하여 공급자의 연산 자원을 빌려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전
송받는다.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의 중개 업무란 이런 서비스 중에 무엇이
고객이 되는 조직이 처한 고유의 상황에 최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빅 데이터 분석 기술’ 또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 ‘분석 기술’은 그 분
석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한층 다양하게 분화되지만, 수치나 논리 언어가
아닌 인간의 일상회화나 이미지,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한 지향점이다.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과36) 자
연 언어 인식의 결합을 통한 인공지능의 구현은 그 한 예이며,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델로 하면서도, 그 동시 처리량, 처리속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인간 전문가를 뛰어 넘고자 하는 시도이다. IBM이 제작한
‘왓슨(Watson)’은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한 종류인데, IBM은 시스템 개발
사 일뿐만 아니라 정보 컨설팅 기업으로서 이 왓슨을 병원, 은행, 보험회사에
고객-의뢰인 사이의 일 대 일 서비스 거래를 통해 분석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정지선, 201204: 4, 정보화진흥원, 201205: 149; 오정연, 201207: 13)
두 단계의 분류법은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선두 주자를 가리기 위한 분
류도식으로 이어진다. PwC(2010)는 [그림 2-2]의 표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
림 2-3]의 분류를 제시하는데, 이 [그림 2-3] PwC의 ‘빅 데이터 행위자’ 분류
출처: PwC(2010: 9)
표에서 x축은 상기한 ‘빅 데이터
인프라기술’을 의미하고, y축은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나타낸다. 그
리고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 활용
을 보여주고 있는 조직들로서 상
정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
터와 같은 기업들이 이 표에서 우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단계에
서 ‘빅 데이터’를 정의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할 수 있
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경험적 행위
자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36)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내는 기술 개선의 과정”(오정연, 2012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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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추적하고 본 받아야 할 모범(Best practice)으로서 제시된다.37) 그리
고 ‘빅 데이터’ 기술에 대한 분류가 각종 기술에 대한 카탈로그 리스트라는 구
체적인 부연의 형태를 취했던 것처럼, 이런 행위자의 분류 또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case study)의 형태로 만들어져 출간된다. 특히, 이 사례집의 경우 주로
해당 컨설팅 기업의 고객 중에서 가장 홍보 대상으로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함
으로써 작성되곤 한다.(IBM, 201110; IBM Korea, 201201)
3) ‘빅 데이터’와 동일성(identification)의 문제
정보 컨설팅 기업은 ‘빅 데이터’의 정의를 한층 조작적으로 만들기 위해 분
류법들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조직들의 사례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컨설팅 기업
들에게는 설명을 위한 또 다른 과제가 요구된다. PwC가 제시한 [그림 2-3]의
분류에 해당하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는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Most
enterprises)’처럼 카탈로그 상에서 선택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여 이윤을 위한
기업 활동을 하는 행위자로서 분류되었지만, 이들은 동시에 개발자 그룹에 속
하기도 하며, 서술자나 독자에 따라서는 그 쪽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도 한다. 특히 구글은 ‘빅 데이터’를 위한 기반 기술 중, ‘빅 테이블’이나 ‘맵리
듀스’와 같은 분산 처리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아마존의 경우 고객의
거래 및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개인 성향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판매 서비스’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분석․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 및 대여하며, 이에 관련한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기업으로서도 대규모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38) 그렇다면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이 ‘빅 데이터’를 ‘우리들’이 아닌 기술 개발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저들’의 문제로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즉, 다
37) 모범 사례의 전파는 컨설팅 기업들이 애용해 온 전략의 하나이다.(Strang &Macy, 2001)
38) 컨설팅 그룹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들 중 ‘유비(analogy)’를 설명하며 베운자와 가루드는
‘아마존’의 예를 거론하는데, 아마존을 델 컴퓨터와 같은 그룹의 컴퓨터 시스템 생산 회사로 구분
하여 그 생산량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반즈 앤 노블즈와 같은 대형 서적 판매
점과 동일한 기준에서 매출 수익으로 기업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장평가 기관 및 컨
설턴트, 애널리스트들 사이의 단골 논쟁 주제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마존‘과 같은 대상
을 무엇으로 분류하여 소개하는지가 그 컨설팅 기업이 만들어내 유통시키려는 ’지식‘과 그 설명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Beunza &Garud, 20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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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컨설팅 기업이 ‘빅 데이터’의 정의부터 사례까지 이어지는 설명 체계를
구축했지만, 그 설명이 현재 독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얼마나 유관한지에 대한
해명을 설명 체계에 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빅 데이터’라는 이름에 동
반된 정의가 데이터와 분석 역량 사이의 격차를 통해 이름에 경험적 구체화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분류틀의 단계적 적용이 이를 실제로 격차를 보이는 두 그
룹의 행위자를 나누었지만, 이에 더해 이 격차가 전혀 건널 수 없는 것, 혹은
독자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동일성을 만드는 작
업(identification)이 요구된다.
우선 ‘기술’의 경우, 그 격차는 쉽게 줄여지는 것으로 상정된다. 상기한 것처
럼 구체적인 기술의 목록들이 컨설팅 그룹이 중개하려는 상품 카탈로그로 정
리되어있으며, 가트너와 같은 정보 컨설팅 그룹들은 이런 기술 시스템의 구축
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작 및 판매하는 기업들을 골라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회람시키곤 한다.(Pollock &William, 2010) 따라서 ‘빅 데이터’라는 개념을 통
해 설명되는 기술적 변화의 상황에서 각 조직에 요구되는 역량은 ‘기술적 역
량’이라기보다는 선택을 위한 경영진들의 ‘마음가짐(mine-set)’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이다. 예를 들어, MGI는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을 위해 조직이 갖추어야 할 “내적 역량(internal capabilities)”으로서, 데
이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매니저와 분석가를 조직에 두는 것을 들고 있
다.(MGI, 201105: 114) 그들의 핵심적인 역량이란 “어떻게 빅 데이터를 요청하
고 소비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Ibid.: 114) IDC 또한 ‘빅 데이터’를 사용하
기 위해 요구되는 조직의 “내부적인 개혁”이란 조직의 비즈니스 부서와 IT 부
서간의 협력 강화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그 비즈니스 가치를 조직
상부에 전달하기 위한 “과도한 숙고 및 시간투자를 지양”하기 위한 개혁이
다.(201111: 13) MGI 또한 ‘데이터’에 대해 ‘끊임없는 실험실’이라는 메타포를
적용하면서(MGI, 201010: 7) 이를 도입하기 위해 조직 내의 최고참 리더와 정
보 담당자가 “시험해보면서 배우는 마음가짐(mind-set)”을 가지고 활동하는
역할 모델로서 다른 조직원 전체를 동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Ibid.: 8)39)
39) PwC는 ‘전통적인 BI’를(“신속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접근,
수집, 보관, 분석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의 집합”(정지선, 201204: 17)) 도입한 조직들을 정해진
틀을 가지고 꾸준히 데이터를 ‘내부’에 축적해 놓고, 이를 미리 준비해놓은 쿼리(query)라고 불리
는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위한 계산식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조심스러운 행위자로 그린
다.(PwC, 2010: 8-9) 반면, ‘빅 데이터’는 “전에 없던 실험적인 형태의 BI”로서 이전과는 상이한
- 36 -

즉, 조직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은 컨설팅 기업이 중개 가능한 상품의 형태로
제시되어있거나 혹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각 조직들은 이를 구매할 소비자로
서의 ‘결단’을 내릴 ‘정신적 역량’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1) ‘어떤
기업이라도 적절한 의사 결정과 의지만 따라주면 적절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2) ‘선두 그룹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분석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와 ‘저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데이터’의 경우 문제는 한층 복잡하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
고 이 축적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특정 ‘업
계’라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빅 데이터’의 핵
심적 분류 기준인 ‘3V’는 정보 컨설팅 기업 가트너(Gartner)의 전신인 메타 그
룹(META Group)이 2001년도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 소개된 글은
(META Group, 200102) ‘e-커머스’라고 이름이 붙은 전자상거래 영역이 확장
됨에 따라 거래 데이터 및 고객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 그리고 이들이 축적되
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서문에서 시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기술
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이는 10년 후의 ‘빅 데이터’ 때와 같은 논증의 흐름
이다. 나아가 메타 그룹은, 이러한 상황이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을 한계
까지 몰아붙이고 있음에도 이미 충분히 참신한 기술이 존재하며(“sufficiently
fashionable technology”) 선택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점(Volume, Velocity, Variety)을 극복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의 목록
들과 이를 제작․제공하는 업체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빅 데
이터’ 설명 체계와 동류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에는 데이터의 규모․복잡성․축적 속도로 특징 지워지는 현
상이 ‘빅 데이터’와 같은 독자적 이름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이름을 갖은 것은
‘e-커머스’라는 특수한 거래 형태이다. 메타 그룹은 3V의 특성을 갖춘 데이터
의 문제가 ‘e-커머스’라는 업계 환경이란 범위 내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본
다.(“particularly in a climate of e-commerce”) 메타 그룹은 구체적 이름을 가
진 ‘e-커머스’란 업계가 이용객들의 거래 기록의 전에 없는 증가를 겪고 있다
는 ‘업계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e-커머스’를 위한 시
마음가짐(mid-set)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 마음가짐이란 정확성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한층 열린 환경의 “지저분한 질문들”을 마주할 각오이다.(Ibi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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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패키지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Ibid.: 1-2) 그리고 이 업계
는 ‘빅 데이터’의 시점에서 볼 때, 수많은 이용자들에 의해 이용 기록이 데이터
로서 남겨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표 2-3]의 선두 그룹의 계보 상
의 선배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빅 데이터’ 설명 체계는 특정한 업계나 분야를 넘어선 복수의 분야가
공유하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3V 중
에서 ‘규모’의 면을 볼 때, MGI는 “빅 데이터를 단순히 특정한 숫자의 용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달에 의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선과 일시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용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MGI는 그 정의가 서로 다른 분
석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및 학술 영역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것이기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MGI, 201105: 1) 이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쿼
라(Quora)라는 연구기관이 10GB 이하를 스몰 데이터, 10GB에서 1TB 사이를
미디엄 데이터, 1TB 이상을 빅 데이터로 구분하려던 것을 거부하며(정보통신
산업진흥원, 201105: 32에서 재인용), 데이터를 보유한 어떤 분야에서든 ‘숫자’
에 근거한 절대적 기준이 부정된다. 그리고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인 기준이 제시되나, 이 기준 또한 “서로 다른 분석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및 학술 영역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구글과 같이 쉴 틈 없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 자체
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기업이나 분야가 아닐지라도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강조하는 데이터와 그 처리 능력의 간극이라는 문제를 ‘공유’할
수 있고, 이 공유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컨설팅 기업은 이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의 중개자로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계’란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이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업계 또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업계인가?” 혹은 “현
행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만큼 데이터가 우리 업계에서 중요한
문제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충분히 경험적 기반을 갖춘 형태로 답해지지 않
는 한, 이런 ‘공유의 가능성’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칠 수 있다. 그리고 ‘빅 데이
터’가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
제가 다양한 영역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하였단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공감
을 얻기 위해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준비한 설명 장치가 존재한다. 이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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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도구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각 산업 분야별
데이터 활용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수치화하기 위한 지표의 구성과,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의 증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화․시각화된 자료들의 동원이라
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도구(2): 경험적 지식과 미래 전망
1) ‘기대 효과’의 조사: 영역별 ‘빅 데이터’ 전망의 평가지표 구성
2010년 12월에 MIT 슬로언 경영 연구소와 IDC가 발행한 보고서와(Steve et
al., 2010) MGI가 2011년 5월에 발간한 보고서는(MGI, 201105) ‘빅 데이터’를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한국 내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거듭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 배경으로서, 이 보고서들이 단순히 ‘빅 데이터’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 및 지표 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들을 통해 간편하게 인용할 수 있는 수치화 및 도표화된 자료들
을 생산했다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MIT 슬로언 연구소와 IBM의 공동 보고서는 첫 문장부터 데이터가 세계적
이고 어떤 영역에도 해당되는 관심 사항이란 걸 깔고 있다.40) 하지만 이들은
문제가 공유되었단 점을 단순히 추상적인 수준으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경
험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고 있다. 두 기관은 “MIT 동문과 MIT Management
Review 구독자, IBM 고객 등 다수의 리스트를 종합하여 뽑아낸 108개 국가
및 30개 산업에 걸친 3,000 명의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여 기업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Steve et al., Op. cit.: 22) 이
국가와 산업의 수는 보고서 첫 문장의 ‘세계’와 ‘영역’에 대한 경험적 구체화이
다. 이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기업 경영인들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를 “금융 관리 및 회계”부터 “노동력 관리”에 이르는 11
40) “모든 산업에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부문에서, 리더들은 그들 조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가 가진 모든 가치를 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In every industry, in
every part of the world, senior leaders wonder whether they are getting full value from the
massive amounts of information they already have within their organization.)”(Steve et al.,
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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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순위를 매기는 것과 같은 작업을 통해 다종의 도표들을
생산해냈고 이런 도표들은 손쉽게 인용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도표들이 보
여주는 “세계의 선도적 기업들의 경향(The tendency of top-performing
organizations)”(Ibid.: 23)은 이 의견들이 30개 이상의 다양한 영역, 108개 이상
의 다양한 국가에서 나왔다는 조사 설계에 기대어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에게 관계있는 일로서 참조할만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런 동일성에
근거해 “성공을 위해 준비하라.(Set Yourself Up for Success)”는 제목의 결론
부로 독자를 이끌려고 하고 있다.
MIT와 IBM이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동일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역할
모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으려 했다면, MGI는 각 분야에서 데이터가 가진
가치를 ‘숫자를 통해 계산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자 하였다. MGI는 상품 생
산, 서비스 제공, 공적 영역에 걸친 17개 분야 사이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상위 5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조
사를 진행하였다.41)(MGI, 201105) 이 조사는 각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이 얼마
나 많은 가치 향상을 불러올 수 있는 가에 대한 지표(value potential index)와
각 영역에서 데이터를 입수하기 용이한 정도에 대한 지표(ease of capture
index)라는 두 가지 지표군을 구성하는 작업과, 이 지표군에 속한 구체적인 지
표로서 ‘조직별로 소유한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 사용의 다양성’, ‘소비자와 공
급자의 관계 정도’, ‘조직 간 거래 관계의 정도’, ‘각 영역(sector)별로 앞서 가
는 자(leader)와 뒤쳐진 자(laggards) 사이의 순위가 변동하는 정도’ 및 각 그
룹의 사무 및 의사결정 자동화 수준 등을 조작화하기 위한 고려들을 동반한
다.(Ibid.: 123-125) 그리고 이를 각기 다른 산업 및 조직 영역별의 차이에 따
라 조정하기 위한 추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 또한 포함하고 있다.(pp.127-126)
그리고 [그림 2-4]에 나타난 것과 같은 두 지수에 따른 영역별 평가 결과는
[그림 2-5]처럼 요약되어, 최종적으로 MGI는 ‘빅 데이터’를 통해 가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보건건강, 공공 행정, 소매, 제조업,
그리고 ‘개인 위치정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다섯 분야에서는 ‘빅 데이터’
를 통해 생산성 향상, 비용 감소, 운영 효율성 향상의 효과를 공통적으로 기대
41) (1) 상품 생산: 제조, 건설, 천연 자원, 컴퓨터 및 전자 제품, 부동산, 도매업, 정보업 (2) 서비스
제공: 운송 및 물류, 소매업, 청소 및 복구업, 숙박요식업,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업, 금융 및 보험
업, 전문지식 서비스업, 기업 경영 보조 (3) 공적 영역: 정부, 교육, 보건 및 사회안전망, 인프
라.(MGI, 20110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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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더해서 MGI는 이 기대되는 가치를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림 2-5]에서 보는 것처럼 ‘빅 데이터’의 활용은 3,300억 달러나 2,500억 유로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된 기대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된다.
[그림 2-4] MGI의 ‘빅 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기대 가치 측정
(MGI, 201105: 12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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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GI의 '빅 데이터‘ 산업 분야 별 생산성 향상 예측
(MGI, 201105: 8-9)

중요한 것은 이런 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MGI의 조사
결과들이 각 조직들이 상기한 질문, 즉,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업계 또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업계인가?” 혹은 “현행 수준
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만큼 데이터가 우리 업계에서 중요한 문제인
가?”에 답을 마련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2-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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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의 결과가 모든 분야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같은 정도의 가치 창출
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어떤 분야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 및 평가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달하
고 있다. 그리고 이 표와 도식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려진 세계의 지도로서,
행위자는 이 지도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된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이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
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선두 주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로 이루어진
분야 밖에서도 ‘빅 데이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는 동시에,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문제 자체를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데이터 폭증’의 수치화․시각화: 외부 자원으로서의 인터넷 공간
이와 맞물려 MGI와 IDC와 같은 컨설팅 기업들은 보고서의 서두를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사용, 혹은 ‘스마트 폰’과 같은 일상생활과 인터넷의 거리를
좁힌 통신기기 사용의 양적 증가와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양의 증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수치들로 시작하고 있다. 2011년에 1.8 제타 바이트에 다다른
전 세계 정보량이 2020년에는 5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수치나, 50만
조 개의 파일에서 1조 800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2년 마다 두
배 이상씩 크기가 증가한다는 수치가 제시된다.(IDC, 201106: 1-2), MGI도
IDC나 버클리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인용하여, 2002년부
터 2009년까지 데이터 생성량이 어떻게 증가해왔는지 제시한 이후, 2020년에는
매년 40%씩 증가하여 연간 데이터 생산량이 44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MGI, 201006: 16)
그리고 데이터의 폭증에 대한 증언들은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SNS
활용률 증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와 같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매체를 통한
데이터 생성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가 모든 생성되는 데이터의 “90% 이상을 차
지”(IDC, 201106: 2)한다는 점이라든가, 페이스북 내의 600만 명의 활동적인 이
용자들이 월간 93억 시간을 활동하며, 페이스북 전체에서 사진, 노트, 블로그
포스팅, 웹 링크, 뉴스를 포함한 월간 300억 건의 데이터가 남는다는 점, 그리
고 유튜브에서는 4억 9천만 사용자가 월간 총합 29억 시간을 활동하며, 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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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24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데이트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MGI, 201006: 21)
그리고 이 또한 텍스트에 더해 수치가 향상하는 것을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곡
선으로 시각화한 그래프들이 함께 제시된다.([그림 2-6] 참조)42)
[그림 2-6] MGI의 데이터 증가 추세 시각화 자료
(MGI, 201105: 23)

42) IDC 같은 경우 이런 경향을 ‘데이터 유니버스’라는 독립된 공간이 형성되는 ‘빅 데이터’보다 한
층 근원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빅 데이터’는 그러한 데이터 유니버스의 한 평면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IDC,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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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IT의 조사나 MGI의 지표가 각 영역에 속한 조직들 내에 축적된 데
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형성된 데이터 강조한 이유는 MGI가
2011년의 ‘빅 데이터’ 보고서의 마지막에 조직 리더에게 전하는 말로서 데이터
의 ‘저장 리스트(inventory)'를 만들 것을 권고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데이터가 경쟁을 위한 핵심적인 재산이 되면서, 리더들은 그들이 소유한 데이
터와, 그들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이해해야한다. 조직은 그들이 가진
데이터 재산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이 잠정적으로 접속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이터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기업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third-party)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점차 확보해, 그들의 가진 리스트에 합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조직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매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제 3의 조직들과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직은 숙고해서 제
3의 조직이 데이터를 팔거나 공유할 수 있을 유인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MGI,
201105: 111)

MGI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데 방점을 둔다. ‘그들이 소유한 내부의 데이
터’를 이해하는 작업은 평소에 기업이 ‘관계형 데이터’와 같이 정리된 표의 형
태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들 외에 ‘빅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
들이 기업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화 교환원과
고객 사이의 음성 녹취 파일일 수 있고, 직원들이 매일 업무에서 만들어내는
메모나 회의록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수집되
고 정리된 적이 없어서 이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데 있어선
상당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국적 컨설팅 기업들은 이런 투자가 이
루어진 조직은 현재 많지 않다고 본다. MGI가 기업이나 조직 내에 축적된 데
이터가 갖는 가치에 대해 조사하였지만, 그것들은 무엇보다 아직은 가공 불가
능한 형태로 축적되어 있는데다가 조직 내 소재가 파악되어있지 않기에, 이 영
역에만 관심을 한정한다면 ‘빅 데이터’가 제시하는 문제에 자신을 동일화할 행
위자의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기업 외부에 있는 데이터란 모바일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
의 데이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정부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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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글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공급 업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에 가공 가능한 디지털 양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소셜
미디어 분석 업체’와 같이 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여 대신 가공해주는 중간
업체들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외부 데이터’의 존재가 조직 내에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할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조직들도, 갖추려고 준
비하고 있지만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조직들도, 그리고 MGI의 지표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분야들에 속한 조
직들도 자금력과 동기만 있으면 손쉽게 ‘빅 데이터’라는 움직임에 동참하며 ‘우
리’의 문제로서 이를 공유할 동기 요인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3.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의한 의미 구성
‘빅 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식어가 아니라 여러 조
직과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문제로서 실재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발화 행
위는 ‘정의’에서 시작하여 ‘분류법’, 그리고 ‘지표 구성’ ‘서베이’ ‘데이터 통계의
생산’과 같은 구체적인 지식 생산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설명 체계를 동
반하였다. 그리고 이 설명 체계 내에서 ‘빅 데이터’에 관한 지식은 그 인프라
및 분석 과정에 요구되는 기술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도입하고
추적할 행위자들이 속한 영역의 내·외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
한 재귀적 지식을 포함한다. 이 재귀적 지식은 행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가 그들 조직 내부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가 증가하고, 조직 외부에서는 자원으
로서의 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자 한다.
그리고 칼롱이 ‘프레임’과 ‘범람’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의 설명 장치가 갖
는 수행적 성격에 주목했을 때, 그는 설명 장치의 배열이 특정 대상을 주변의
복잡하고 무한한 맥락으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줌과
동시에 나머지 것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프레임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빅 데이터’의 설명 체계 안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분석 인프
라나 기술의 경우든, 인터넷이란 공간의 데이터의 경우든 구매를 통한 ‘소유’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견 이런 ‘구매/소유’에
대한 강조는 개별 기업의 이윤의 추구를 강조하는 ‘경영’의 영역과 밀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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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맺어온 정보 컨설팅 그룹이 관여한 당연한 귀결로 보이기도 하나, 이것은
의미 구성에 있어 과거로부터의 변화를 가리키는 두 경계선을 그리고 있다.
첫째로, ‘빅 데이터’의 설명 체계가 분산 병렬 처리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의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을 때,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란 이름이 기존에 동반하던 협동과 관여의 의미와 경쟁하게 된다. ‘빅 데이
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관계는 더 큰 범주가 더 작은 구성 요소를 포섭했다
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 데이터’가
MIT 슬로언 연구소의 보고서 때처럼 독립된 이름이 아닌 시기부터 주목을 받
아43)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의미의 핵심은 확장과 협력, 그리
고 표준화를 통한 경계 넘기에 있었다.
IBM은 2010년 11월에 발간한 『The Wisdom of Cloud』에서 클라우드 컴
퓨팅을 “표준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발전을 위한 매개라고 보았다.(IBM,
201011: 2) 클라우드 컴퓨팅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행위자들이 연산 능력
을 나누어 쓸 수 있게 해주는 분산 처리 서비스이지만, 이는 그 기술의 부차적
인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때 연산을 의뢰할 데이
터를 병렬 처리를 대신 수행할 시스템으로 주고받는다면, 만약 동일한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복수의 조직이 연산 자원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원까지
공유하기로 협력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도 있도록 하는 터널로서도 기능한다. 그리고 이런 공유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들 사이의 데이터의 형식과 그 처리 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가 요구
된다.44) 여기서 IBM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스마트한’ 상호 관여("Engaging in
smarter way")의 방식으로, 이러한 관여를 통해 파트너 네트워크 사이의 효과
43)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는 매해 다음해에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 10대 기술을 발표하는
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2009년 발표된 2010년 10대 기술 목록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만, ‘빅 데이터’는 2011년 말에 발표된 2012년 10대 기술 목록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올렸다.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201112: 24에서 재인용)
44) 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이동을 지향한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 내부에 있는 전산망을 분산 병렬 처리를 위한 방식으로 연결한 후, 접근권을 제한하여 독자
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는 열려있는 인터넷 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 둘 혹은 그 이상의 조직이 모
여 데이터 및 연산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IBM, Op. cit.: 2) IBM은 이 하이브리드 컴퓨팅 방
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둘 이상의 조직이 같은 데이터, 같은 기준, 같은 과정을 공유함으로
써 거래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공통적인 해석틀과 규칙을 가져다줌으로써 효율성
을 높인다고 주장한다.(Ibi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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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력 관계(“effective means of collaborating)를 매개한다고 본다.(Ibid.:
4)45) 이러한 관여와 협력, 그리고 경계 넘기의 메타포는 IBM이 사용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된다.([그림 2-7])
[그림 2-7] ‘클라우드’와 조직 경계(IBM)
(IBM: 201011: 5)

MGI 또한 2011년 5월에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MGI, 201105)라는 보고서를 2010년 8월에 발
간한『Clouds, Big Data, and Smart Assets』란 제목의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
로 위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똑같이 표제에 ‘빅 데이터’를 등장시키고 있더라
도, 전자에서 ‘빅 데이터’는 “기술을 사용하는 비용과 그 사용 패턴을 변화시킴
으로써 개인에게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을, 기업에게는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정보 기술의 새로운
변화에 의해 “야기된(affected)” 여섯 귀결 중 하나로서 파악될 뿐이다.(MGI,
201008: 2)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 중 MGI가 주목해야한다고 했던 첫 세 가
지 변화는 “분산된 장소에서의 협동적 생산의 주류화(Distributed co-creation
moves into the mainstream)”, “네트워크의 조직(Making the network the
45) 델 코리아의 마케팅 담당 또한 ‘클라우드’의 핵심은 3~5년 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단계를 넘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연하지 못한 조직과 프로세스라는 장벽”
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클라우드’의 메타포를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다.(IDG, 201204: 4) Citrix System社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또한 조직들이 자신의 데이
터 자산을 조직 고유의 핵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중추적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순차적으
로 나눈 다음에, 후자를 점점 아웃소싱 하는 방향으로 공개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
다.(IDG, 2011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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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대규모 협업(collaboration at scale)”로, IBM이 제시한 것과
같은 협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5월의 보고서에 있어서는
‘빅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개별 조직들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강조되고
데이터의 ‘보유’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반면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할은 데이
터 처리를 위한 가격 조건의 하락을 가져오는 ‘서비스’로서의 지위에 제한되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Ibid.: 2)
둘째로, ‘빅 데이터’의 설명 체계가 인터넷이란 공간을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획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의 외부 저장고로서 상정했을 때, 이는 ‘빅 데이
터’를 설명하는데 있어 그 계보 상의 선배로 거론되는 대상 중 하나인 고객관
계관리(CRM)가 상정하고 있던 의미와 경합하게 된다.46) IDC는 ‘CRM’을 “고
객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
하는 관리체계”이며, “기업 가치가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지향이라고 본다. 그리고 CRM은 “고객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집중하고 이를 마케팅과 영업 프로세스 변화의 중점에” 둔다는 점에서 “기업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빅 데이터'와 구분
된다.(IDC, 201204: 6)
하지만 CRM의 ‘의미’ 또한 ‘빅 데이터’와 같이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빅 데이터’를 이로부터 구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순화시킨 형태로 환원
되지 않는다.47) ‘빅 데이터’가 그리는 ‘CRM'의 이미지는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틀을 가지고 구축해놓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정해진 식에 따라 분석하
46) 정보관리용 시스템 업체로 명성이 높은 오라클(Oracle)이나 IBM에서 제시한 CRM 용 서비스 패
키지는 조직 내부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 분석을 위한 BI 툴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또한 기업의 데이터 창고이자 그 창고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정리 방식의 결
합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김병도, 2001) ‘빅 데이터’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결합하여, 조직 운영을 위한
십 수 가지의 목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CRM'은 마찬가지로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인프라
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분석 기술인 BI를 결합하여 '빅 데이터' 활용의 한 측면인 ‘고객에 대한
분석’과 대비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47) 정동일(2006; 정동일 외, 2007)이 총체적 품질 관리(TQM)란 혁신 프로그램에 얽힌 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기에는 완전히 무시되었던 측면이 후기의 TQM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확산기에는 핵심적이지만 쇠퇴기에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가는 원리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정동일, 2006: 189), 나아가 TQM과는 대립되는 특징을 주장하며 등장했던 다른 프
로그램(리엔지니어링)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 정의가 점차 동질화되어가는 동시에 복잡해진
다는 점을 보인 것처럼(정동일 외, 2007), ‘빅 데이터’와 CRM이 가진 의미 사이의 경계를 그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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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CRM 주창자들은 10년 이상 지속된 변화의 과
정을 거쳐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획득하고 개별 고객과 의사소통하며, 마케팅
및 영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수백만 달
러씩 투자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지만, “CRM
에서 기술은 빙산의 일각”이며(Newell, 2000(2000): 33), “거래 이력 데이터베
이스만으로는 부족하다”(Newell, 2003(2003))라는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CRM도 ‘빅 데이터’처럼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로 시선
을 돌렸다. CRM과 ‘빅 데이터’가 부각된 두 상이한 시기 사이에 있던 기술의
발달로 넓어진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까지 구성된 담론의 일부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향성에 있어 CRM와 ‘빅 데이터’는 일종의 연속
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 지향하는 대상의 의미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IDC
가 ‘디지털 유니버스’라고 지칭한 외부 데이터의 무한한 저장고는(IDC, 201106)
CRM에서 “고객을 맞는 수단”이라 지칭하던 영역이다.(村山・三谷, 1998(2000):
25) CRM 당시에 고객 데이터는 정형화된 거래 데이터였고, 그 주창자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고객 데이터를
모으는 통로로 기능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홈페이지는 기업이 고객과 쌍방
향으로 대화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상품구매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시뮬레이
션, 고객들의 잡담도 정보로 되는 <풍부한 만남의 공간>이다.”(Ibid.: 25)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빅 데이터’는 논리 언어가 아닌 인간의 자연어로 이루어진
대화를 ‘비정형 데이터’로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대화와 관여의 공간을 조직과 데이터 사이에 형성된 수집과 소
유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기술의 발전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영역을, 소유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도록 하였다.

4. 소결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데이터의 증가를 수식하던 용어에 불과하던 ‘빅 데이
터’를 하나의 이름 있는 대상으로 제안하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설명 장치를 만들어 설명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명 체계는
만들어진 이름에 경험적 실체를 부여하기 위한 조작화를 수행하는 개념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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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그렇게 조작화 된 대상을 ‘우리와 관계있는 것,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
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후자는 서
베이와 수치화된 자료들을 통해 ‘빅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성된 세계를 경함
가능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다종다양한 업계, 분야, 국가 어디에 위치한 행위
자든 자신의 현 위치를 ‘빅 데이터’ 설명 체계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것을 [표 1-1]의 분류틀에 따라 정리한 것이 [표 2-1]이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폴록과 윌리엄스가 최초에 제시한 장치들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2-1]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체계와 장치

분류
설명 장치
‘빅 데이터’ 설명 장치
인프라 시장에 대한 정의와 분류법
(조작화를 위한)
지식
정의와 분류틀의 조합
세계에 시장 내 행위자들의 분류
데이터 증가 추세에 대한
대한
경험적 시장분석가에 의해 수행된 경험 연구 수치화
각 분야별 기대 효과의 예측
지식
을 위한 지표 작성과 조사
산업
현황․미래에
관한
장기적
예측
미래 전망 사회적 전환에 대한 말과 글
그리고 이런 장치들의 배열을 통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 설명 체계는 ‘클라
우드 컴퓨팅’이나 ‘CRM’에서 각각 기술과 데이터 위에 적극적 협업 및 인간관
계의 확대라는 의미를 구성하였던 것을 ‘구매’로 대표되는 시장적 의미 구성으
로 변화시키는 프레임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그 수행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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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 생산과 ‘빅 데이터’ 설
명 체계
한국 정부는 2011년 10월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발표함으로써 '빅 데이터' 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 기관들이 ‘빅 데이터’란 무
엇인지, ‘빅 데이터’는 어떤 변화 속에 위치하는지, 왜 ‘빅 데이터’ 정책이 중요
한지, 그리고 선행하여 ‘빅 데이터’ 정책을 수행하고 있던 국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을 연이어 출판하였다. 이런 결과물들은 ‘빅 데이터’를 구체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빅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안 전체
를 구성하기 위해 이를 위로부터 내려다보는 재귀적 지식의 관점을 취하고 있
었다. 국가정보화를 비롯한 정보기술 정책 전반에서 재귀적 지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왔다는 점에서 ‘빅 데이터’ 정책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지만, 그
설명 장치를 다국적 컨설팅 기업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단 점에서 불연속성
을 노정하고 있다.
본고는 이 장에서 상기한 국내 공공 연구기관의 ‘빅 데이터’ 지식 생산이 다
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체계에서 나온 장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나타난 수행성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우선, 한국 사회에서
빅 데이터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해, ‘빅 데이터’ 정책을 위한 지식을 생
산이 어떤 제도적 맥락 위에 위치하게 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그 지식의 내
용에 있어 연속성을 가지는 계보 위에서 국내 공공 연구기관이 ‘빅 데이터’ 이
전에 수행하고 있던 지식 생산이 어떤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찾는
다. (2) 나아가 이러한 ‘빅 데이터’ 지식 생산이 도입한 다국적 컨설팅 기구의
설명 장치들이 기존의 지식 생산 맥락에서 사용되던 도구들을 어떻게 대체하
였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대체의 효과로서 발생한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밝
힌다. (3)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성된 ‘프레임’을 경계로 한 포섭과 배제의 구체
적 양상이 기존에 정부가 추격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외국의 ‘선진 정책’에
대한 해석 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이 마지막 단계는 설
명 체계와 장치의 수행성이 실제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사고하는 방식
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검토해 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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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영역 내 ‘빅 데이터’ 지식 생산의 제도화
1) ‘빅 데이터’ 정책의 전개
2011년에 들어서며 한국에서도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 민간 기업의 시장분석기관도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보고서를 발간(채승
병, 201102)하였으며, ‘빅 데이터’라는 어휘가 한국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에 반
영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2011년 10월에 국가정보화전
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이하 『구현
안』)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배경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
는 ‘빅 데이터’ 시대”를 꼽고, 그 추진 목적으로 “정부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맞춤형 국민서비스 제공 요구 증대”를 설정한(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1) 『구현안』은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2012년 6월에 발표된 『스
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빅 데이터 마스터플랜 현황과 추진 계획』(이하 『추
진 계획』)(행정안전부, 201206)에서 한층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
로 16개 정부 추진 과제가 결정된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 데이터 마스
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211)으로 이어져 ‘빅
데이터’라는 이름을 건 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되는 데 이르렀다.
『구현안』에서 『마스터플랜』으로 이어진 정책 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 범
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구현안』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를 “핵심
기반 확보”와 “추진 역량 강화” 정책으로 나누었다. 전자의 ‘핵심 기반 확보’는
‘빅 데이터’ 계획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개인정보 보장체계 확립, 빅 데이터
인프라, 보안, 분석 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국가 계획 수립으로 구성된
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24-26) 이 다섯 가지 과제는 『추진 계획』
에서 다시 “활성화 환경조성 과제”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줄기 세
포와 같은 생명공학 혹은 나노 기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입안했을 때
처럼,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행위자가 아닌, 그 개발·사용의 맥락 외
부에서 이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추진 역량 강화”의 경우 정부 기관들을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사용자로서 상정하여, 그 기술을 정부가 기존에 행해오던 여러 통치 행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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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생명공학이나 나노 기술과는 달리 에 정보
기술 정책은 1990년대에 국가정보화가 진행되던 시기부터 각 정부 조직이 ‘투
자자’나 ‘규제 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기술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변화를 경험
하는 제 1의 당사자로서의 입장 또한 갖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48) 『구현
안』의 ‘추진 역량 강화’ 정책 또한 ‘빅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변화 가능한
정부의 미래상으로 “인건비 절감, 세수 투명성 확보, 국민 복지 향상 등 효율
적인 정부”에 더해(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1) “대내외 변화에 대한 신
속한 대처”가 가능한 정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Ibid.: 3) 그리고 그러한 정부
상의 실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각 정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품
질’을 평가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공공데이터 진단체계 구축”), 이렇게 평가
된 데이터를 정부 조직 간의 경계를 넘은 연계를 통해 관리하고, 이를 분석하
여 각 부처의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범정부적 데이터 연계․분
석 체계 구축”), 그리고 정부 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을 넘어 정부와
민간 영역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노력(“정부․민간 데이터 융합 추진”)을
지향한다.(Ibid.: 22-23) ‘정부․민간 데이터 융합’은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
를 민간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공개하는 것에 더해 ‘소셜 미디어, 포털 데
이터 등과 같은 민간 데이터’, 그리고 ‘산․학 등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국가
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연계․수집”하는 양방향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두 가지 대별되는 목표에 따라 정부 조직들이 단계적으로 그 참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한 쪽에서는 ‘핵심 기반 확보’를 담당한 조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12년 1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개설했고(정지선, 201204: 19),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에 빅 데이터 관련 과제를 신설하였다.(정지선, Op. cit.: 20; 조문래,
201206: 11) 다른 한 쪽에서는『구현안』에 의해 제시된 관련 법령의 정비를
근거로 ‘빅 데이터 활용 추진단’이 신설되어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3) 추진단은 ‘빅 데이터 활용 시나
리오’로 “재난 전조 감지, 구제역 예방, 맞춤형 복지 실현, 물가 관리, 과학기술
48) 이는 정보 기술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 기술, 특히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
술과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조직’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데이터’란 개념의 기원이 공장 및 조직
내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차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Agre, 1998) 그러한 개
념적 연관성은 정보 기술의 변화를 조직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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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선진화”(Ibid.: 10-20)라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으며. 준비된
시나리오 내에서 이루어질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각 부처가 보유
한 데이터 현황에 대한 전수 검토가 시도되었다.(행정안전부, 201207: 7) 그리
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또 다른 준비 단계인 ‘파일럿’ 조사로 “서울지역 상습침
수구역 대상, 도시 내수침수 전조 감지․위험도 분석”이 국립방재연구원, 재난
안전실, 소방방재청의 공조로 제안되었다.(Ibid.: 8)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마
스터플랜』 단계에서 2013～2014년도까지 추진될 3개 우선추진 과제와 2015년
부터 2017년에 걸쳐 수행될 13개 과제로 세분화 되었다.49)
2) ‘빅 데이터’ 정책지식 생산의 조직
'빅 데이터‘ 정책이 입안되고 그 제도적 형태가 구체화 되어 나가는 과정에
서, 정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상기한 두 방향의 움직임과 별도로 정부는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는 정책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 4월에 한국
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테스크 포스를 시동시킨 것을 계기로, 한국정보화
진흥원에는 ‘빅데이터 전략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행정안전부, 201206: 3) 빅
데이터 전략 연구센터는 “빅 데이터 기반 미래사회 대응전략 수립, 빅 데이터
글로벌 선진사례 연구,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와 같이 ‘빅
데이터’를 만들어 내거나 ‘빅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변화의 움직임 전반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지식 생산의 역할을 부여받은 동시에,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운영지원’을 담당하였다.(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201210: 14)
빅데이터 전략 연구센터가 꾸려진 이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10~15
회 발행하던 『IT &Future Strategy』라는 동향분석 보고서의 지면을 활용하
여 집중적으로 ‘빅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였다. 2012년 4월에 발간한 제
49) 3개 우선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죄발생 장소, 시간 예측 (2) 주민 참여형 교통사고 감소
인프라 (3) 자연재해 조기 감지” 그리고 나머지 13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실시간 네트워크 재난
대응 / 음란물 유통차단 / 민원 정책 환류 시스템 마련 / 복지 수요 공급 매칭 맞춤형 서비스 /
일자리 현황 분석 예측 / 자영업자 창업 실패 예방 지원 / 수급 전망 기반 농수산물 생산 관리 /
제조공정 장애예측으로 생산효율 고도화 / 과세 데이터 분석으로 탈세 방지 / 데이터 분석기반 경
제정책 수립 / 국가 기후 위험요소에 선재적 대응 / 위성 영상 데이터 활용으로 기후 예측 /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211)이는 모두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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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선진국의 데이터 기반 국가미래전략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의 마지막 제 15호까지 한 해의 나머지 지면을 모두 ‘빅 데이터’에
할당하면서, 정부와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 안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빅 데이터’
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 전의 2010년이나 2011년의 경우 『IT &Future
Strategy』는 ‘국가정보화, NFC 기술, 스마트 복지 전략, SNS 기반 지식경영,
미래 정부 지식플랫폼,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미래전략연구방법론’과 같은 다
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어, 2012년과 같이 제 1호를 제외한 모든 출간물의 주
제를 ‘빅 데이터’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면을 투자한 적은 없었다. 그 외에
도 ‘글로벌 선진 사례 연구’라는 당초 목적에 따라 해외 10대 선진 사례집을
출간하여 추후에 국내 사례를 포함한 53개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으로 증편하
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2012a, 2012b)
물론, ‘빅 데이터’에 대한 지식 생산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빅데이터 전략
연구센터’만의 독자적 활동 영역은 아니었다. 빅데이터 전략 연구센터가 만들
어지기 전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05), 한국인터넷진흥원(이응용, 201201,
201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용찬, 201202; 유지연, 201203)이 ‘빅 데이터’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외 산업 및 공공 영역의 움직임을 보고하며, 이를 참조
하여 한국 정부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빅 데이터 전략 연구센터에 부여된
네 가지 과제 중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지원’은 이렇게 산재된 공공 연구기
관의 활동을 연계시켜, 이를 다시 민간 영역의 ‘빅 데이터’ 연구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지식 생산이 하나의 제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6일 창립총회 당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빅 데이터’에 대한 정책지식을
생산하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운영위원단에 참가하였으
며, ‘빅 데이터’의 ‘핵심 기반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소트프웨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참가하였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또한 보건이나 교육 관련 데이터와 같은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데이터를 다루어 온 공공기관으로서 참가하였다. 여기에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더한 7개 공공 기관은(방송통신위원회, 201208: 7; 빅
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201210) 창립멤버로서, KT, SK 텔레콤, 삼성 SDS과
같이 자체 시장분석기관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통신 기업들 및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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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SAS Korea나 솔트룩스와 같은 데이터 분석 업체들, 그리고 6인의 학
계 전문가와 함께 운영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이 빅 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은
“빅 데이터 관련 정보 제공, 정기 세미나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빅데이터 산
업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 및 표준화 관련 연구”와 같이 지식 생산과 교류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였다.(빅데이터 국가전략 포
럼, Op. cit.: 14)50) 포럼에 참가하는 공공 연구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12년 10월에는 기존의 기관들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공간정보연구원 등을 포함한 총 27개의 공공 연구기관이 참가하고 있었
다.(Ibid.: 117)
그러나 초창기에 참가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
국인터넷진흥원과 후반기에 참가한 연구 기관들 사이에서 생산하는 지식의 종
류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10월에 빅 데이터 국
가전략 포럼은 “청년 일자리, 청소년 위기탈출, 영유아 보육정책”이라는 세 가
지 현안을 선정해 『대한민국 사회현안과 빅 데이터 전략』이라는 대규모 공
개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중 「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심층 분석」이란 발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한 3개년의 패널
‘데이터’와 테라 데이터 한국 지부의 전문가의 ‘분석 기술’을 통해 고용 정책의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그 외 청소년 자살이라는
이슈와 보육 정책이란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
원이 토론 패널로서 참가하였다.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에서는 이를 전문분석
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의 연합을 통한 성과라고 평가하였
는데,(Ibid.: 16) 이 연합 내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 나
머지 두 기관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후기에 참가한 한국노
인인력개발원이나 공간정보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들 또한 정부 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분석한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다.
후발 참가자 중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이 특정
한 활용을 위한 주제 분야를 가지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
분 『구현안』이 제시한 5가지 활용 시나리오나 『마스터플랜』이 제시한 19
가지 활용 과제들과 같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들을 현
장에서 보조하기 위한 지식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50) 그 외 빅 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및 전문 인력 양성 또한 추진하고자 하였다.
- 57 -

반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한 초기의 참여 기관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전반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재
귀적 지식을 생산해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한 일련의 연구들은 정책의
개별 세부 분야에 있어 정부가 보유하는 ‘빅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각
종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과
각 부서 전반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정부’가 알아야 할 기술적 변화
전반을 다루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간한 일련의 동향분석 보고서는
‘빅 데이터’라는 이름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소개하는 동시에(이응용,
201201),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민간 영역’의 활용 움직임을 특정 업종이나 정
책에 제한하지 않고 개괄하여 비교하고 있으며,(이응용, 201202)51) 이런 산업
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비교하고 있다.(어윤봉, 201208)
즉, 특정한 활용 방안을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기 전에, 어떤
활용 방안을 정할 것이고, 특정한 활용 방안을 택하는 것은 정부, 그리고 정부
-민간 관계,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 전반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빅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실린 보고서가 택
한 제목은52) ‘동향’, ‘가능성’과 같은 언어 사용을 통해 전체 변화의 추세와 이
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자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이
협력한 「빅 데이터를 통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심층 분석」라는 연구
의 제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구체적 응용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3) ‘빅 데이터’ 정책지식의 전사(前史): ‘플랫폼 전략’의 연구
상술한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지식 생산 사이의 관계는 『구현안』이 제시
한 두 가지 과제 범주 중 ‘추진 역량 강화’ 정책을 특정하여, 한층 자세히 그
51) CRM, 맞춤형 광고, 통신, 스마트 그리드(전력 이용량의 실시간 측정 및 발전량 조절)의 활용 분
야와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제작 업체, 이동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걸친 넓은 영역을 포괄
적으로 검토한다.
52) 「신가치창출 엔진, 빅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 전략」(한국정보화진흥원: 정지선,
201112), 「빅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한국인터넷진흥원: 이응용, 201202), 「빅 데이터 동
향 및 시사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어윤봉,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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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검토함으로써 확실하게 드러내 볼 수 있다. 상기한 것처럼 ‘추진 역량
강화’는 각 부처의 업무 수행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을 중점으로 정책의 집합이다. 이는 『구현안』에서 언급한 ‘고품질 서비스 국
가’를 위한 세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의 실행을 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시나리오의 선택은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각 부처의 관계
를 재조정하기 위한 전체 지도를 그리는 작업과(‘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이런
연계된 체계로서의 정부가 ‘빅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신의 현 상태를 재귀적으
로 점검하는 과정(‘공공데이터 진단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 ‘체계’로서의
정부가 ‘데이터’를 매개로 외부 영역과 가질 수 있는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정
부․민간 데이터 융합’)을 준비 단계로서 전제한다.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고
품질 서비스’는 상기한 일련의 검토를 위한 지식이 생산되고 있음을 전제하며,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생산한 일련의 연구는 세부 부처가 아닌 이 연계된
전체로서의 정부가 자신의 역량 전반을 현재 변화하고 있는 기술사회 환경을
참조하여 평가․비교․재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53)
그러나 ‘데이터’라는 정부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
부 조직들 사이의, 그리고 정부 조직과 정부 외부의 행위자 사이의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이 설계를 정보 기술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관심을 기준으로 할 때, 이를 위한 연구는 ‘빅 데
이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정부와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동향분석 보고서를 본
격적으로 출간하기 시작한 것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구현안』을 발표한
이후로 대부분 시기적으로 2012년에 해당하지만, ‘빅 데이터’에 대한 지식 생산
을 담당했던 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한 공공 연구기관들은 2011년만 해도 ‘정부
플랫폼 전략’에 대한 지식생산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플랫폼’ 전략은 『구현
53) 「신가치창출 엔진, 빅 데이터의 가능성과 대응 전략」(정지선, 201112)이나 「빅데이터 시대:
에코시스템을 둘러싼 시장경쟁과 전략분석」(백인수, 201204)은 ‘빅 데이터’란 이름 아래 포괄되
는 기술 환경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왜 그것이 ‘빅 데이터’란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지
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다음 연구는 이런 환경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뒤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선진국의 데이터기
반 국가미래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송영조, 201204), 「빅 데이터 시대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추진방향」(백인수, 201206), 「빅데이터 시대 효과적인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백인수, 201209), 「빅 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자원 확보와 품질 관리 방안」(김정미,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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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나타난 정부의 ‘빅 데이터’ 정책 중 ‘추진 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부분
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정명선, 201104; 백인수, 201105, 201111; 김
현곤 외, 201112) 그리고 이런 발상과 관심은 ‘플랫폼’ 외에도 ‘SNS 기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백인수, 201109)이나, ‘Gov 2.0’(전종수, 201006)과 같은 정보기
술과 정부 조직의 결합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 속에서도 다루어져 온 전사(前
史)를 갖는다.
‘정부 플랫폼 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플랫폼’을 “누구나 참여하여 새로운 제
품이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개방형 생태계”로 정의하는데(정
명선, 201104: 6; 백인수, 201105: 15),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포함한 어떤 사
람이든 그 장에 참여하여 장의 기초가 되는 특정한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제
품이나 가치를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일컫는다.(김현곤 외,
201112: 4) 그리고 ‘정부 지식(정보) 플랫폼’이란 구상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공공정보”라는 자원을 통한 최대한의 가치창출을 위해 “내외부 참여와 혁신
을 촉진하는 협업채널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 한다.(백인수, 201105: 14) 다만 자원은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들을 끌어 모으고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만을 하며, 이 장에서는
자원으로서의 공공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교환된다. 따
라서 ‘플랫폼 정부’는 “정부-정부, 정부-기업, 정부-국민간의 원활한 지식교류”
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산-저장-유통 기능을 갖춘 정부지식시스템을 지향하며
(백인수, 201105: 14), 이러한 정부 플랫폼에 대한 구상은 [그림 3-1]과 같은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3-1] 플랫폼 정부 구성요소
(정명선, 2011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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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전략에서도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구현안』과 같은 고
품질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는 [그림 3-1]의 가장 우측에 존재한다. 정부의 모
든 정보에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보유
한 공공정보 및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중 활용가치가 높고 폭넓게 활용될 분야
를 파악하여 플랫폼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정명선, 201104: 13) 이는 ‘빅 데
이터’ 정책의 활용 시나리오의 “국민 불편해소, 비용절감, 안전”과 같은 세부
적용분야를 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 개별 부처의 역량은 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구
현안』은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정부 내에서 연계나, 혹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같이 민간 영역과의 협력 속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플랫폼 전략’에서는 중심적인 자원은 정부가 가진 ‘공공 정
보’인데, 여기서도 이 ‘공공 정보’를 활용할 역량이 개별 정부 부처에는 부족하
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 활용법을 혁신하기 위해 부처 경계를 뛰
어 넘은 정부 규모의 연계, 그리고 정부-민간의 연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처별, 단위업무별 행정프로세스를 국민중심, 영역 간 융
복합 등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통합, 연계,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백인
수, 201105) “수준 미달의 서비스 양산 등의 부작용을 막고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정명선, Op. cit.: 13) 이는 부처 간 데이
터 수집․저장․분석의 연계와 데이터 품질 관리를 중시한 『구현안』의 “추
진 역량 강화” 과제에 상응한다.
물론 두 정부 전략의 구성요소와 그 사이의 구조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더라
도,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 차이 또한 단순히 ‘플랫폼’에서 ‘빅 데이터’
라는 표제의 차이, 혹은 핵심이 되는 자원이 공공 ‘정보’인지 공공 ‘데이터’인지
에 대한 언어 선택의 차이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물론, 이 차이가 정책을 입안
하고 계획하는 동안 무수한 세부 항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정․개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한 공공 연
구기관이 생산한 동향분석 보고서들은 단순히 정책 제안을 위한 문건 이상의
지식 생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구성 순서를 살펴볼 경우. 정책
제안들은 가장 마지막에 앞서 생산한 지식들을 전제로 한 다음에야 제시된다.
오히려, 이런 보고서들은 그런 제안을 위해서, ‘정부의 업무 수행을 판단하는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지표를 구성하는 핵심 변인은 무엇인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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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 설정을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배경으로서 현실의 변화는 어떤 방
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한 방향을 앞서 가고 있는 선두주자는 누구이며,
상기한 지표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지식사회’(백인수, 201105), ‘지식
생태계’(정명선, 201104), ‘우뇌의 시대’(김현곤 외, 201111)와 같은 개념적 도구
들과 여러 지표나 수치, 사례 등을 배열함으로써 풀어가고자 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작업은 ‘빅 데이터’에 대한 동향분석 보고서를 출간했을 때도 수행
되었던 일이다. ‘빅 데이터’ 정책과 그 전사(前史)의 차이는 이러한 지식생산
과정과 그에 사용된 설명 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검토되어야 한다.

2. 국내 정책지식의 생산과 ‘빅 데이터’ 설명 장치의 배열
1) 다국적 컨설팅 그룹 ‘빅 데이터’ 설명 체계 도입
한국의 공적 영역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싹튼 2011년도의 연구 결
과물들을 포함하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05, 정지선, 201112), 국내의 공공
연구기관이 생산한 동향분석 보고서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빅 데이터’의 설
명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 설명 장치는 (1) 폴록과 윌리엄스가 ‘인프라 지
식’이라고 한([표 1-1] 참조), ‘빅 데이터’를 조작화하기 위한 정의 및 개념적
분류와 더불어 그들이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 및 ‘미래 전망’이라고 한 것
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2) ‘빅 데이터’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기대 가치의 효과를 조사한 예측치, 그리고 (3) 인터넷 및 모바일 미디어에 의
한 ‘데이터의 폭증’이 조직에게 유용하며, 그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 변화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치화․시각화 자료들 또한 도입되었다. ‘빅 데이
터’에 대한 지식 생산에 관여한 국내 공공 연구기관 중, ‘빅 데이터’가 이슈가
된 초기부터 연구를 수행하였고,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의 초기 참가자이기도
한 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들은 ‘빅 데이터’ 설명 체계를 구성하는 이 장치들
을 널리 공유하고 있다.
개념, 예측치, 데이터 증가에 대한 자료 등을 가트너, IDC, MGI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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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컨설팅 그룹의 이름을 출처와 권위의 근거로서 직접 인용한 경우에 한
정할 때, 이러한 넓은 공유의 경향은 [표 3-1]과 같이 나타난다. 이 표를 통해
볼 때, ‘빅 데이터’에 대한 공공 연구기관의 동향분석 보고서가 생산되는 과정
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명 장치의 가지런한 배열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빅
데이터 전략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초기까지(정지선,
201204) 유지된다. 이때까지의 기간은 상이한 공공 연구기관들이 ‘빅 데이터’
설명 장치들을 공통의 언어로서 공유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
장치의 넓고 포괄적인 사용은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장치들이 ‘설명 체계’를
이루도록 성공적으로 배열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3-1] 국내 ‘빅 데이터’ 동향분석 보고서와 설명 장치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판시기
2011. 05
2011. 12
2012. 01
2012. 02
2012. 02
2012. 03
2012. 04
2012. 04
2012. 04
2012. 04
2012. 05
2012. 06
2012. 07
2012. 07
2012. 08
2012. 08
2012. 08
2012. 09
2012. 10

저자 정의·분류 기대 효과 데이터
폭증
진흥원
정지선
이응용
정용찬
이응용
유지연
정병권 외
송영조
정지선
백인수
김정미
백인수
이응용
오정연
이응용
권정은
어윤봉
백인수
김한나

반면에, 2011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던 ‘정부 플랫폼 전략’에 관한 동향분
석 보고서들은(정명선, 201104; 백인수, 201105, 201109, 201111; 김현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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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시기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컨설팅 기업
의 논의를 참조하거나 그 모델을 직접적으로 빌려오지 않고 있다.54) 그 대신
이 문헌들은 앨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나, 피터 드러커나 애런 래딩 같은 경
영학자, 혹은 팀 오라일리 같은 기술 분야의 유명 저술가, 그리고 UN, OECD
등 한층 다양한 출처로부터 설명을 위한 장치들을 빌려온다.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국내 연구 기관들의 동향분석 보고서의 작성에 널리 도입된다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존의 장치들을 대체하거나 포섭하는 작업을
동반한다는 것 또한 의미하며, ‘빅 데이터’의 설명 장치들의 성공적인 배열인
설명 체계가 만들어내는 수행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작업의 과정 및 결과
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된다.
2) 데이터 폭증: 기술사회적 변화에서 데이터 폭증으로
‘빅 데이터’에 대한 동향분석 보고서들은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데이터
의 양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의 비교를 통해 명시하는 방식으
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은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보고서들로
부터 인용된다. 그 중에서도 IDC가 『Digital Universe Study』에서 2011년
전 세계 디지털 정보량이 1.8 제타바이트에 달하며 2020년에는 관리해야 할 정
보의 양이 50배 이상 증가한다고 수치화해 놓은 자료는 복수의 문헌에서 글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정지선, 201112: 2; 이응용, 201202: 7)55)
데이터의 증가에 대한 자료로 시작하는 서론은 그러한 폭증하는 데이터 중
에서도 모바일 기기 및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에 의해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 구성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지선(201112: 2)은 시스
코를 인용하여 “10~15년까지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연평균 92%, 인
터넷 트래픽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54) 국내 민간 시장분석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출간물이나 Web 2.0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저명 IT 저술가인 팀 오라일리(Tim O' Reily)의 저작은 찾아볼 수 있어도, IDC, 가트너, MGI 등
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보고서들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55) 원 보고서 자체가 방대하여 어느 곳을 인용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용되는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IDC의 해당 보고서는 국내 공공 기관의 여러 동향분석 보고서의 서론에서 글을
여는 기능을 하고 있다. “Digital Universe Study에 따르면 2009년에 0.8ZB이었던 데이터양이 '20
년 35ZB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응용, 201201: 24) “글로벌 데이터 규모는 2012년에 2.7제
타바이트, 2015년에는 7.9 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정용찬, 201202: 4)
- 64 -

이응용(201202: 6)은 “11년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 이후에도 증가
전망”이라는 가트너 그룹의 예측을 인용하였다. 이런 자료들은 ‘스마트폰의 사
용’과 ‘소셜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주요한 변화가 “정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정지선, 201112: 1)이자,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
(정용찬, 201202)으로서의 데이터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기가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과 함께(유지연, 201203; 송영조, 201204), “개인의 취향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
영되고, 진실성과 진정성, 관련성이 증가되어”(정지선, 201112: 11) “개인 및 조
직의 행태를 추론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양산”(송영조,
201204: 1) 가능한 ‘새로운 자원’의 영역을 열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플랫폼 전략’을 다룬 동향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볼 때, 데이터
의 증가를 언급하거나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을 시작하는 방식은
낯선 편이다. ‘플랫폼 정부’에 대해 논하는 보고서들 또한 그 시작을 변화의 경
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데이터의 증가에 대한 언급과 같이 이렇게 소개된
변화의 경향은 행위자에게 있어 적응해야 할 대상이자, 앞으로 설명하고 제안
할 내용의 타당성을 보장할 근거로서 배치된다. ‘정부 플랫폼 전략’에 대해 설
명하는 글들은 그 서두에서 앨빈 토플러를 인용하여 21세기 지식사회의 도래
를 설명하거나(백인수, 201109), 미래사회가 ‘지식생태계’를 기초로 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란 논의를 소개한다.(백인수, 201105)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소개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질적으로 공약 불가능한
사회의 변화이다.(전종수 외; 201009; 백인수, 201111 김현곤 외, 201112: 1)56)
따라서 이러한 서론들은 왜 이 시대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
한 폐쇄/개방, 기술 중심/인간․가치 중심, 이성/감성, 재조/창조, 분업/협력 등
의 의미의 이분법적 대비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사회 변화를 촉진시킨 정보통신기술의 하
나로서 소개되는 것은 ‘빅 데이터’ 동향분석 보고서와 유사한 지점이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를 서론에 소개하는 이유란 이러한 기술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백인수, 201109: 13)하도록 하여 생활 전반의 변화를
56) 전종수(전송수 외, 201009:3)는 정보를 다루는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백인수(201111: 233)는 서
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김현곤(김현곤 외, 201112: 1)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깔며
설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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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명선(201104: 1)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가 1000만을 넘었고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1년 새 12배 증가했다는 점
을 지적하며 글을 시작하긴 하지만, 이것은 “스마트 라이프”라는 쇼핑, 금융,
여가, 오피스 등을 모두 묶은 새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고, 이것이 생활 전반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Ibid.: 2) ‘빅 데이
터’를 다룬 보고서들이 서론에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소개한 수치들을 ‘자원
의 보고’로서 인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빅 데이터’ 관점에서 스마트 기기
와 소셜 네트워크는 데이터 자원이란 관점에서 해석되어, 정형 데이터에서 비
정형 데이터로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서 중시되지만, ‘플랫폼’의
경우 이는 인간과 이를 둘러싼 사회생활의 질적 변화의 원인으로서 제시된다.
‘플랫폼’ 외에도 ‘빅 데이터’ 이전에 소셜 네트워크를 주제로 작성된 정보화
진흥원의 동향분석 보고서들은 글의 시작을 인간 소통양식의 역사적 변화로서
시작하고 있다.(김주원․주윤경, 201110; 민병기, 201112) “공공 부문의 성공적
인 소셜미디어 도입 및 활용 전략”에 대해 다루는 박선주와 정원모는(201008:
5) ‘빅 데이터’ 동향분석보고서와 같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주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트래픽 증가 현황을 인용하지만, 이것은 “각종 사회 활동
참여”(Ibid: 5)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소통․이해 집단 구현․사회적 영향
력 행사라는 측면에서 사회 집단이 힘을 행사하는 방식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된다.
3) 정의와 분류: ‘관계와 참여’의 기술에서 ‘분석’ 기술로
데이터의 폭증, 특히 모바일 데이터의 증가에 관한 자료들이 내용의 타당성
을 지지해주는 배경으로서의 사회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면,
‘빅 데이터’의 정의와 분류틀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그렇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빅 데
이터’를 정의하고, 다양한 분류법의 제시를 통해 다다른 지점도 결국 선두 주
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평면의 구성이다. 그리고 그 선두 주자는 사례 연구
의 대상이 되었다. 앞서 다룬 PwC(2010)의 분류틀에 대한 직접 인용을 포함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05; 송영조, 201204; 정병권 외, 201204), 그 외 MGI
나 IDC의 ‘데이터 중심 정의’와 ‘업무 수행 중심 정의’, 그리고 3V라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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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류법은 따로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개념과 분류법에 대한 수용이 만들어낸 변화는 ‘정부 플랫폼’에서 행위
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 어떤 정의와 분류법을 내포하고 있었는가와 비
교할 경우 명확해진다. ‘데이터’가 처리 능력을 넘어 복합해졌다고 한 것처럼,
‘정부 플랫폼 전략’을 다룬 이들 보고서도 현재 조직들이 마주한 ‘현안의 복잡
화’와 ‘내부의 역량’ 사이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정명선, 201104: 4) ‘현안의 복
잡화’는 조직이 관계를 맺을 대상이 ‘영리한 소비자나 시민’이라기보다는 ‘이성
과 감성 그리고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기에 심화된 문제이고(백인수,
201105: 9) 또, 경제 전반에서 계산 가능성을 보장해주던 공통의 기준인 ‘효율,
가격, 품질’에 비해 ‘가치, 감성, 창의’(김현곤 외, 201112: 2)가 중요해졌기 때문
에 부각되었다. 인간의 자연 언어, 음성,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기존
에 정형 데이터를 다루던 틀로 분석할 수 없던 것처럼, ‘플랫폼 전략’ 또한 기
존의 조직 내부 역량으로 다룰 수 없는 현안을 맞아 “외부 역량까지를 적극적
으로 이용”하고자 한다.(Ibid.: 4)
이 ‘외부’ 역량이란, 조직 경계 외부의 인적 자원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음
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열린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획득되며, ‘플랫폼’이란 이
런 관계와 참여를 위한 장(場)으로서 기능한다. ‘정부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시스템 중시 시각과 각자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분업 중시 시각으로부터 벗
어나, 소비자․민간․시민의 참여를 통한 내외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 협
력을 최종적으로 틀에 갇힌 조직에게는 불가능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상정한다. 이에 ‘플
랫폼 전략’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한다.(정명선, 201104: 3, 백인수, 201109:
3) 그리고 조직에게 필요해지는 새로운 역량은 이러한 열린 인간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난 리더십’(정명선, Op. cit.)이 요
구된다. 또한 ‘플랫폼’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도록 외부로부터의 참가자들이 지속
적으로 참가할 동기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김현곤 외, 201112) 어느 쪽이든 이
는 인간 행위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술로 묶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자주 도입되는 개념이 ‘Web 2.0’으로, ‘플랫폼
전략’은 이 개념이 제시하는 기준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함으로써 조직의
지향점을 정하고자 한다.57) 이 Web 2.0은 ‘플랫폼’에 대한 화제보다 더욱 넓
57) 시장․정부에 적용한 마켓 2.0’(백인수, 201111) ‘Gov 2.0’(전종수 외, 201006)란 조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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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위에서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생산에 이용되어, 정부 기구 및 공공 부문의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연구들(박선주․정원모, 201008; 민웅기,
201112)을 포함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과거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
다. 그리고 언제 등장하든 이 개념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부와 시민 관
계’(민웅기, 201112), ‘정부의 거버넌스와 신뢰’(이영선 외, 200911),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박선주․정원모, 201008)과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
계적 특성의 변화를 통해 조직 역량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있다.
반면에, ‘빅 데이터’는 조직의 기존 관행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
의 문제를 기존 분석 기술의 한계로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손을 내
미는 ‘조직 외부’의 역량이란 우선 사람이라기보다는 기술이며, 이는 ‘빅 데이
터’에 있어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복잡한 관계의 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구매와 적용을 위한 빠른 결
단을 요구한다. 물론 이런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재가 필요하며,
기존과는 다른 인적 요소로서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다.(정보화진흥원, 201105: 39; 정지선, 201112: 26) 이들은 “구조화, 분석적,
논리적 접근”이 필요한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창조적, 통합적 사고, 직관
력”이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 “다학제적 이해”를 갖춘 “통합적
사고, 직관력”있는 인재여야 한다.(정지선, Op. cit.: 26) 하지만 “이베이에는 고
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일을 맡은 직원만 5000명에 이름”이라고 예시
하는 것처럼 결국 이들이 ‘고용’ 관계에 포섭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업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데이터 전문가들을 새로 고용하고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관리자를 재교육하는 것이다.(정보화진흥원, Op. cit.: 39)
4) 기대 효과: 계산 가능성으로서의 ‘효율성’
행위자로서의 정부 조직이 위치한 상황에 대한 정의와, 그 조직의 대응을 평
가할 기준의 제시에 이어 ‘기대 효과’에 대한 논의들은 유인 동기를 제시하고
자 한다. 이 유인 동기는 그것이 실제로 행위자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보다는,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구상이 담
겨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의 대상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플랫폼’을 다루는 동향분석 보고서들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위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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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언급하고, 경쟁력 제고의 시급함을 논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기술인프라 국가경쟁력지수가 14위에서 18위로 하락하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사
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 산업경쟁력지수가 8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는 구체적
인 지수가 언급되었을 때, 이 수치 상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한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던 IT”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위상이
격하”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된다.(정명선, 201104: 7) 그리고 그 위상
이 격하된 원인을 그 동안 정보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던 ‘가치’의 패러다임과
함께 가치가 창출되는 방식이 변화하였단 것에서 찾고 있다.(Ibid.: 8) “1980년
대 이후 국가주도의 IT 전략”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김현곤, 201112: 14), 변
화된 시대를 위한 “21세기형 국가전략”의 시급함은(백인수, 201105: 3)은 ‘플랫
폼 전략’에 대한 지식 생산을 추동하는 동기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외부 행위자들의 ‘창발성’을 끌어들이고 이를 확산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러한 창발성의 확산을 통해 ‘IT 기반의 창조강국’이나 ‘세계일류
국가’로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김현곤, Op. cit.: 3; 백인
수, Op. cit.: 5) 그들이 ‘플랫폼’을 통해 재도약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그 ‘창발성’에 대한 기대에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경쟁력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1980년대나 2000년대 중반까지의 전략은 ‘효율화, 생산성 제고’ 그리고 ‘산업
별․부문별 가치사슬’에 근거해있다고 지적하고, 각 산업과 부문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식과, ‘플랫폼’이 보여주는 참여 지
향이 부문별 경계를 해체 시키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발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을 대비시켜 후자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빅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연구기관의 동향분석 보고서들의 경우 국가
정보화지수나 경제개발지수 대신 다국적 컨설팅 그룹, 특히 MGI가 예측한 각
영역별 기대 효과의 구체적 수치들을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다.(정보통신산업
진흥원, 201105; 정지선, 201112; 이응용, 201201, 201201; 정용찬, 201202; 유지
연, 201203) MGI가 의료, 공공 영역, 개인 위치정보, 제조업, 소매업이라는 다
섯 가지 대표 분야의 전망을 요약해 놓은 도표([그림 2-5] 참조)를 직접 인용
하기도 하지만, 그 도표 안에서 공공 기관의 경우만을 골라서 ‘15~20%의 생산
성 향상’이나, ‘1500~3000억 달러의 비용효과’와 같은 구체적 수치만을 제시하
는 경우도 있다.
물론 ‘빅 데이터’에 대한 동향분석 보고서도 국가경쟁력을 논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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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가 경쟁력’은 지금까지의 가치 체계의 위기를 동반하지도, 가치 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신 가치창출 엔진, 빅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는 “빅 데이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는
‘빅 데이터’ 전략과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 기대되는 구체적 효과로서
“우리나라 공공분야 빅 데이터 활용의 경제 효과는 10.7 조원 이상”임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EU가 ‘1500억~3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에 따른 비용 효과’
를 이루었고, ‘독일 연방 노동기관에서 빅 데이터 활용 맞춤형 고용으로 3년간
백억 유로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는 MGI의 자료를 인용한다.(정지선, 201112:
16; MGI, 201105: 60) 그 외에도 이응용(201202: 7)은 국가별 ‘빅 데이터’ 정책
추진현황을 비교하면서, ‘빅 데이터’가 각국 정부 및 지자체들의 경쟁력을 위한
중요 고려사항임을 주장하지만, 그 후 제시되는 예시는 미국이 의료 부문에서
거둔 비용효과와 EU가 얻은 세수 효과에 대한 MGI의 자료이다.
MGI에 의해 계산된 기대 효과의 사용은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구성된 기존
가치체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했던 ‘플랫폼 전략’의 지향을 다시 반대로 돌
려놓는다. 첫째로, 그것은 가치체계의 위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MGI는 “예산
제약을 둘러싼 게임 위에서 생산성에 대한 압력을 가속시키는”(MGI, 201105:
54) 상황을 강조하며, 위기인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가치체계가 아닌 그 가
치체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부라고 보고 있다. 둘째로, MGI는 분야별 통합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기보단, 보건, 공공 영역,
소매업 등 각 영역별로 그 영역의 범위 안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굳이 통합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
엇보다 어떤 영역이든 결국 평가기준은 생산성 증가와 비용 절감이라는 효율
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58)
58) MGI는 해당 조사 보고서에서 유럽 공공 부문에 대한 소개를 끝낸 후 공적 영역의 조직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다섯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 다섯 가지 항목은 MGI가 다섯 가
지 영역에서 ‘빅 데이터’가 가져올 이점에 대해 소개한 후, 모든 영역에 걸쳐(“across sectors”) ‘빅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이점이라고 소개한 다섯 가지와 정확히 겹친다.(Ibid.: 97-100) 그리고 이
정확히 조응하는 두 쌍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모델이 되는지는 MGI가 공적 영역을 살펴보
기 위해 보험 산업의 “유비(analogies)”(Ibid.: 37)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한층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고객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은 시장 영역에서
이전부터 사용되던 방법이지만,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 이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해야한다는 것이 공적 영역의 에토스가 되어야 한다.”(Ibid.: 59)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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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폭증에 대한 자료, 개념과 분류틀, 그리고 예측된 기대 효과로 나누
어 본 결과,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빅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
은, ‘플랫폼 정부’에 대한 지식 생산 과정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설명
장치들은 효과적으로 배열되어 배경으로서의 ‘관계의 매체로서의 기술에 의한
사회적 삶의 변화’, 행위 지향으로서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그
리고 목표로서의 ‘생산성을 뛰어넘은 가치’를 제시하였던 기존의 장치들을 대
체하였다. 그 대신 사용된 설명 장치의 배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자원의 증
가라는 배경 속에서 기술을 구매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생산성을 추구하는 시
장적 주체로서의 조직, 그리고 공공 기관의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국적 컨설팅 그룹이 ‘빅 데이터’ 설명 체계를 만들 때부터 협력적 관계를 구
매․소유로 대표되는 시장 내 거래 관계로 대체하면서 상정되었던 효과이다.

3. 프레임: ‘빅 데이터’의 경계와 ‘시민’
1) 추격 대상으로서의 미국 ‘빅 데이터’ 정책
지식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 수행적(performative) 언술의 하
나라고 할 때, 칼롱은 지식의 수행성을 ‘프레임’이 형성되어 특정한 무언가를
그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빅 데이터’의 설명 장치
의 경우에도, 이들의 배열이 완료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밀려나간
것’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기존에 ‘플랫폼 정부’의 맥락에서 추격의 대상으로 삼던
사례의 해석이 변화하며 무엇이 제외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추적해 볼 수
있다. MGI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설명 체계’는 최종적으로 그것이 바라
는 최적의 수행을 집성해 놓은 모델이 될 만한 행위자에 대한 ‘사례 연구’로
이어진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다른 공공 연구기관들 또한 동향분석 보고서 속
에서 ‘빅 데이터’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로 “글로벌 선진 사례” 모음집
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공공 연구기관은 동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빅 데
이터’의 설명 체계를 만들어내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움직임 외에도, 미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 및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국제적 단위의 움직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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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에 넣어두고 있었다. 미국 정부의 ‘빅 데이터’ 정책이나, 2011년 미국 산타
클라라에서 "Making Data Work"라는 제목으로 주최된 스트라타 워크샵, 그리
고 2012년 1월에 있었던 ‘빅 데이터’를 주제로 한 세계경제포럼(WEF, 2012)
등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에 대한 포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정보통신
산업진흥원, 201105: 31)
그 중에서도 2009년 이후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취한 정책들은 상세한 수준
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연합, 혹은 국가의 위기상
황을 감지하기 위해 전 방위의 ‘빅 데이터’ 정책(RAHS)을 펼쳐온 싱가포르 또
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져왔지만, 미국만큼 주정부 단위의 모범 사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다루어진 대상은 없었다.59) 미국 정부의 ‘빅 데이터’ 정
책은 소위 추격형 기술발전을 말할 때 가장 전형적인 추격의 대상으로서 주목
을 받았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행정안전부, 201107)
하지만 ‘빅 데이터’란 어휘를 사용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다국적 컨설팅 그
룹과 한국의 공적 영역 내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시간적으
로 뒤에 오는 2012년 3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60) 2012년 3월에 발표된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D Initiative)’는 국방부를 포함한 6
개 정부 기관이 참가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빅데이터 고위 운영 그룹
(Big Data Senior Steering Group, BDSSG)’이라는 기관이 이를 총괄하고 있
다.61)(이응용, 201208: 12) 하지만 ‘빅 데이터’에 대한 국내 공공 연구기관의 동
향분석 보고서는 그 전에서부터 미국을 ‘선진적인 빅 데이터 정책’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간주해 왔으며, 미국 정부 대통령 비서실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모든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은 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2010년
59) 예를 들어 『구현안』에는 싱가포르 내 복수의 연구기관 및 부서가 연합해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
트가 그 상세가 명시되지 않은 채 전체로서 ‘RAHS’란 이름의 단일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미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정책들은 개별 부서의 정책과 프로제
트들이 별도로 소개되고 있다.(Ibid.) 다만 송영조(201204)는 유럽, 싱가포르, 영국의 리스크 감지를
위한 데이터 정책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글을 작성하여 예외로 볼 수 있다. RAHS에 대한 상세는
[각주 62번]을 참조.
60) ‘빅 데이터’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참조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 중 실제로 ‘빅 데이터’란 이름을 정
확히 사용하는 케이스는 이 경우가 유일한다. 일본 정부의 경우도 정확히는 ‘대량 데이터 활용’을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조문래, 2012: 10)
61)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국방부 산하), 에너지부, 미국 지질 조사원
이 참여 중이며 향후 미국항공우주국과 미국해양대기관리처 또한 참여 예정에 있다.(이응용,
2012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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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성한『Designing a Digital Future』(EOP et al, 201012) 보고서를 ‘빅 데
이터’ 정책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정지선, 201112: 16)62)
그리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시 국정 운영 목표인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통해 시작된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빅 데이터’의 사
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미국 정부의 포털 사이트인
「Data.gov」 또한 ‘빅 데이터’ 정책의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지만,(정지선,
201204; 백인수, 201209; 김한나, 201210) 이는 ‘빅 데이터’라는 이름의 확산에
앞선 시기인 2009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바마 정부의 ‘열린 정부’ 정책
중 하나이다. 이 포털을 통해 교통, 통신, 의료, 고용 등 넓은 분야에서 정부가
가진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378,529개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를 활용하는 1,264개의 정부 어플리케이션과 236개의 민간 어플리케이션이 제
공되고 있다.(백인수, 201209: 5) 이는 『구현안』에 있는 ‘빅 데이터’의 “추진
역량 강화” 정책 중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조직 간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정부-민간 협업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오바마 정부의 「Data.gov」 정책은 『구현안』의 “추진 역량 강화”의 사례
가 되는 동시에,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들과 유사한 구상을 담고 있는
‘정부 플랫폼 전략’에 대한 지식 생산 과정에서도 사례로서 주목을 받았다.
「Data.gov」라는 사례는 플랫폼 정부를 다룬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반복적으
로 등장하는 하나의 ‘전형’이었으며,(전종수 외, 201006; 정명선, 201104; 백인
수, 201105; 김현곤 외, 201112) 플랫폼 전략을 다루진 않지만 그 핵심적인 개
념인 ‘Web 2.0’을 공유하는 보고서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었다.(이정아 외,
200907; 이영선 외, 200911; 백인수, 201008; ) 그리고 이 사례가 ‘플랫폼’에 대
62) 싱가포르 정부의 RAHS(Risk Assessment Horizontal Scanning)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의
HSC(The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er), 그리고 유럽연합의 iKnow(interconnect
Knowledge) 프로젝트에 포함된 호라이즌 스캐닝 전략과 함께 ‘빅 데이터’를 활용한 거시적․장기
적 정책의 예시로서 등장한다. 호라이즌 스캐닝은 “선장이 배의 조타실에서 수평선을 살펴보고 빙
산(위험)과 모선에 물자를 제공할 공급선(기회)을 발견”한다는 메타포에서 나왔으며(송영조,
201204: 13)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소들을 탐사하기 위해 데이터를 지금
까지의 방식으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룰 수 없던 범위까지 최대한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빅 데이터’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과 식량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시
도에서 시작된 개념이라 알려져 있는 호라이즌 스캐닝은 미래전략청이 설치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영국의 HSC는 2005년에 수립되었다. RAHS 또한 2004년에 시동해 본격적인
활동은 데이터분석 실험센터(REC)가 시동하고 해안 안전 및 조류 독감 시뮬레이션이 수행된 2007
년에 이루어졌다.(Ibid.: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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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 생산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지식생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계승’과 ‘연속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이한 장치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설명
체계가 만들어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Data.gov」는 의미가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 선진 사례의 재구성: 「Data.gov」와 시민, 국민, 소비자
아래에 인용된 텍스트는 ‘정부 플랫폼’을 다루는 동향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Data.gov」사례의 한 예시로, ‘플랫폼’에 대한 지식생산 과정에서 이 사례를
다루는 방식의 몇몇 전형들을 보여주고 있다.(밑줄 및 이탤릭체 인용자 주)
미국 공공정보포털(www.data.gov)
기업, 교육, 인구 등 43분야를
원천데이터, 활용데이터, 지리정보 등
data.gov를 통해 전폭적 개방
각종 정보 제공
- 정보자유법: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 원천데이터(Raw Data)
있는 권리 부여
활용데이터(Tool Data)
- 총무청과 예산관리국 지원 하에 내무 지리정보(Geo Data) 등 각종 정보 제공
부․환경보호국 주도
- Data.gov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의 제안
- 기업, 교육, 인구 등 43 분야를
을 접수하는 별도 사이트 운영
data.gov 통해 개방
(datagov.ideascale.com)
- 주요정보: 과학기술, 교육, 고용노동, 보 - 제공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 평가 기능
건복지, 사회보장, 건설주택 등
- 정보공유를 위한 SNS 기능 제공
□ 웹 2.0의 확산, 스마트기기용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수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짐.
○ 단순한 데이터 넷에 불과한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 공유하고 지식 수요자
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공공정보의 개방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진정한
Open Government를 추진
- 개발에 민간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참여 촉진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치 있고 유용한 정책 개발에 기여
(백인수, 20110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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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서의 「Data.gov」는 정부가 가진 ‘공공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 영
역에서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참여
가 기대되는 ‘민간’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있어 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플랫폼’을 다루는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시민’ 혹은 ‘국민’의 참여에 대한 강조이다. 민간 영역은 전문 지식을
갖춘 행위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시민 혹은 국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들의 참여 확장이야말로 공공정보의 개방을 계기로 삼아 이루려는 중요한 목
적이다.63) 이 포탈은 “시민들의 창조적 공공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정명
선, 201104: 11) 운영되며, “국민 참여와 협업”을 위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는 “시민접촉 창구”의 하나이다.(이영선 외, 200911: 10) 또한, 「Data.gov」
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개발된 미국 정부의 웹사이트”의 하나로(이정
아 외, 200907: 114) “데이터를 국민 스스로 창조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백인수, 201008: 10) “시민의 참여성 및 협력성 증진을 기대”하도록 하는 “시
민 권한 강화”의 한 방안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전종수 외, 201006: 7)
둘째, ‘플랫폼 전략’의 설명에 따르면, 「Data.gov」는 단순히 이들의 참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견이 직접 「Data.gov」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자 한다. 운영에 있어서도 상시 시민으로부터의 제안을
접수하고 시민이 제공받은 정보를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설치는
‘열린 정부’에 대한 지침(Open Government Initiative)에서 “웹 페이지는 시민
들이 공개된 정보에 피드백 및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 의거해 시행되었단 점이 강조되었다.(전종수 외, 201006: 9)
하지만 다국적 컨설팅 그룹의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도입된 이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상기한 두 가지 지향과 「Data.gov」라는 사례의 거리는 벌
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그러한 거리를 보여주는 한 예시이다.

63) 김현곤(김현곤 외, 201112: 8)은 「Data.gov」와 함께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모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안 받아 최적의 안을 채택하는 프로그램”인
「Challenge.gov」를 함께 소개하면서, “민간의 전문성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좁은 시야에서 탈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또한 민간 영역을 전문성을
갖춘 계층과 한층 넓은 국민으로 나눈 다음. 후자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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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 개방 및 대표적 모범사례, 美 정부의 ‘Data.gov'
○ 미국의 ‘Data.gov’는 총 65여만 개의 데이터세트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공공정보 소비자의 의도와 취향에 맞게 사용 가능
○ 미국 정부는 Data.gov 이루는 핵심 메커니즘과 코드 등을 인터넷에 전격 공
개(‘11.12월)하여 공공정보 관련 산업 분야의 주도권 강화
(정지선, 201204: 12)

우선, 사례 내에 시민이나 국민을 대체하여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는 시민과 달리, 협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나 협력, 그리
고 창의적 행동이 기대되는 주체가 아니다. 「Data.gov」란 사이트의 본령이
“공공정보를 소비자의 의도와 취향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김한나, 201210: 53)하는 것에 있다는 말은, 서비스는 그들은 의도와 취향에
‘맞추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직접적인 발언이 가능한 통로를 통한 피드백의 결
과로서 변화하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정부, 그리고 이
정부와 협력한 ‘민간’인데, ‘시민’이 제외된 이 ‘민간’의 자리는 ‘산업 분야’의 행
위자가 차지한다.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프레임 안에서 미국 정부의
「Data.gov」는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방과 공유 추진”이라는 투자
-활용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정부 정책은 “데이터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백인수, 201209: 4) ‘민간’에게 공공 데이터의 접
근을 확대시키는 것은 “데이터의 실효성 있는 민간 활용”을 통해 “교통, 의료,
안전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Ibid.: 5)
사람들이 ‘추격’이라고 부르던 과정은 그것이 같은 정책을 대상으로 하더라
도, 어떤 지식 생산 과정과 설명 체계에 배태되어있는가에 따라 해석적 유연성
을 노정하고 있으며, 해석과 독립된 객관적 인식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Data.gov」에 있어서 그러한 해석의 변화란 ‘시민’은 ‘참여, 협업, 창조’와 같
은 가치와 함께 ‘소비자와 효율성’ 뒤로 사라졌다는 지점에서 발견된다. “빅데
이터 대응 전략의 최종수혜자는 ‘시민’임. 따라서 관련 정책의 성공여부는 ‘시
민 고객’ 관점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달려 있음.”(정용찬, 201202: 18)이라는 말
은 고객으로의 시민의 지위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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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고는 이 장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한 국내 공공 연구기관이 ‘빅 데
이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다국적 컨설
팅 기업의 설명 장치들이, 단순히 정책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묘사하는데 그치
지 않고, 정책을 재구성을 하는 수행적 발화의 하나라는 점을 보였다. ‘빅 데이
터’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매개로 정부 조
직 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정부 플랫폼 전략’ 및 ‘Gov 2.0’에 대한 연구들과 연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 플랫폼 전략’에 대한 정책지식이 전제하던 ‘시민
을 주축으로 한 행위자들이 데이터 활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낸 집합적
협력 관계’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도입되어 정책 연
구 안에 배열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적 거래 관계’에 점차 자
리를 내주었다. 이 배열은 기존의 정책지식의 생산에서 사용되던 장치들을 다
음 [표 3-2]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표 3-2] 설명 장치 비교: ‘정부 플랫폼’과 ‘빅 데이터’

‘정부 플랫폼 전략’ 설명 장치
‘빅 데이터’ 설명 장치
기술사회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 증가 추세에 대한
이론적 언급
수치화 자료
관계의 매체로서의 기술에 의 기술사회적
데이터
생산의
원천으로서 기술
한 사회적 삶과 사회 패러다임 세계 에 의한 자원의 바다로서의 세
의 질적 변화 속의 세계
계
인간 관계적 특성의 분류
데이터 및 기술의 분류
관계의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 행위/행위자 데이터의 복잡성을 다룰 기술을
한 적극적 참여와 소통의 기술
신속하게 구매하고 적용할 시장
을 갖춘 행위자
적 행위자
각 분야별 기대 효과의
국가경쟁력 지수
예측을 위한 조사
생산성․효율성 기초의 국가경 동기유인 생산성․효율성을 기준으로한
쟁력 패러다임의 위기: 이를 뛰
조직의 수행능력 증진
어넘는 가치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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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명 장치가 새롭게 배열되어 설명 체계를 이룬 결과, 정책에 동반된
재귀적 지식이 상정하는 세계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만 남고 시민은 배제되는
프레임 효과가 발생하였다. 두 가지 상이한 정책지식이 동일하게 정책의 모델
로 상정하고 있던 「Data.gov」라는 사례에 대한 해석도 상당 부분 변하여,
해당 정책은 정부의 공공 정보를 매개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해 미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기업의 서비스라는 투자 및
활용의 관점을 깔고 추진되었던 정책으로의 재해석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빅
데이터’ 정책은 행위자로서의 정부와 기술적․사회적 환경 사이의 재귀적 관계
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해에 기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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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균열과 범람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만들어낸 일련의 ‘빅 데이터’ 설명 장치는, 한국 공공
연구기관에 의해 ‘빅 데이터’ 정책을 위한 재귀적 지식이 생산되기 시작한 초
기 정책 형성기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빅 데이터’ 설명 장치의 배
열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은 ‘시민’과 그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린
장(場)인 ‘플랫폼’을 경계 밖으로 밀어냈다. 그렇다면 ‘빅 데이터’의 설명 장치
들의 배열은 한국 공공 연구기관들이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가? 균열이 발견된다면, 프레임 밖으로 배제되었던 ‘플랫폼’과
‘시민’은 다시 범람의 과정을 통해 프레임 재귀적 지식의 내부로 돌아오는가?
이는 설명 장치의 배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균열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또한 포함한다.
그리고 앞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초기에 성공적이었던 ‘빅 데이터’ 설명 장치
의 배열은 지식 생산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일견 체계로서의 완결성을 잃어버
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빅 데이터’ 프레임을 경계로 한 범람
의 과정을 검토한다. (1) 우선, ‘빅 데이터’의 설명 체계를 구성하던 각 장치들
의 배열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투입되는
장치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2) 그리고 이런 설명 장치의 변화에 동반되어
기존에 프레임 밖으로 배제되었던 ‘플랫폼’이나 ‘시민’과 같은 요소들이 재귀적
지식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변화하는지를 검토한다. (3)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기존의 선진 사례에 대한 해석과 제시 방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균열의 존재가 ‘빅 데이터’ 프레임 아래에서 유통되던 사례 중에서 변
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는지 추적한다.

1. ‘빅 데이터’ 프레임과 ‘플랫폼’의 범람
1)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균열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낸 ‘빅 데이터’ 설명 장치는 개념과 분류틀, 데이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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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 그리고 기대 효용에 대한 예측까지를 포함하여 국내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 생산 과정에서 가지런한 배열을 통해 설명 체계를 이루
고 있었다. 이러한 배열은 한국에서 ‘빅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초기의 시도들 위에 프레임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앞선 [표 3-1]에
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빅 데이터 전략연구센터’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개설되고 본격적인 연구수행이 시작된 시기 이후로 이 배열에는 균열이 발생
하였다. 이것은 균열 이후만을 다시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64) 물론, 그 균
열들이 다국적 컨설팅 그룹의 설명 장치 및 설명 체계의 영향력이 완벽히 소
멸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하지만, 국내 공공 연
구기관이 지식 생산 과정에서 ‘빅 데이터’ 설명 장치가 사용되던 곳에 점차 부
분적으로 다른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균열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판시기
2012. 04
2012. 05
2012. 06
2012. 07
2012. 07
2012. 08
2012. 08
2012. 08
2012. 09
2012. 10

저자 정의·분류 기대 효과 데이터
폭증
백인수
김정미
백인수
이응용
오정연
이응용
권정은
어윤봉
백인수
김한나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균열은, 보고서의 도입부에서 ‘데이터에 대한 폭
증’이 만들어내는 광활한 자원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초기의 동
향분석 보고서들은 모바일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터넷 환경이 자
원으로서의 데이터의 증가를 불러왔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64) [표 3-1]과 같이 [표 4-1] 또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만든 설명 장치들을 사용할 때 그러한 컨
설팅 기업의 이름을 출처로서 확실히 언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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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빅 데이터 시대’는 여전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 소셜 미디어의 확장,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으
로 시작되었고 “미래 스마트 사회에서는 빅데이터가 핵심자원”라는 설명이 지
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백인수, 201104: 1) 하지만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국적 컨설팅 기업들이 제공하던 수치를 직접 인용하는 모습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구체적인 수치의 대부분이 다국적 컨설팅 그룹으
로부터 인용되었던 만큼, 양적인 수치로써 그 데이터 증가를 강조하는 방식 전
반이 함께 퇴조하고 있다,
그 대신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환경에 의한 데이터 증가에 대한 언급은 오
히려 데이터 확보에 따르는 난점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이 난점은 MGI나 IDG가 주장한 것처럼 데이터가 기존의 정형
적인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난점은 ‘데이터 생산 및 유통 환경’의 복잡성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고
기술된다.(김정미, 201205: 3) 그리고 이런 복잡성은 “데이터 확보와 사용자 확
보를 위한 전쟁”(백인수, 201206: 2)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전쟁’을 동반한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양질의 데이터 확
보”(백인수, 201209: 3)이다.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 전쟁임이 강조되는 한편, 각 서론부에서 일어
난 또 다른 변화는 다양한 ‘진화된’ 빅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한 소개가 증가했
다는 점이다. 데이터 증가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 장치들 대신에, “축적된 빅
데이터를 유통하거나, 빅 데이터를 가공해 시각화 및 수치화 된 2차 데이터를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백인수, 201104: 2)이나 현재의 빅 데이터
분석보다 한 차례 더 진화된 ‘인공지능’ 수준의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오정연, 201207)
두 번째 균열은 데이터, 데이터 처리방식,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행위자로
이어지던 일련의 분류틀에 더해서, 데이터의 ‘흐름’과 ‘과정’에 대한 유동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데이터
의 축적 속도와 비정형성을 강조하는 3V와 같은 개념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
져, 다국적 컨설팅 기업을 직접 인용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변화를 깔고 그 위에서 순차적인 분류와 논증을 통해 ‘앞서 가는 자’
와 ‘뒤 따라 가는 자’를 구분해냈던 일련의 도식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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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빅 데이터의 개념과 요소에 대한 혼선”을 겨냥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
를 단순히 대규모 데이터 자체로 인식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자체로만 이해하는” 것이 “빅 데이터를 둘러싼 시장 환경과 거리감 있는 인
식”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빅 데이터’에 대한 더 적합한 이해가 무엇인
지에 대해 묻고 있다.(백인수, 201104: 3)
이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서 빅 데이터는 “하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유통·활용하는 과정을 의미”(Ibid.: 4)해야 한다고 재정의한다.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분석 기술을 분류하거나, 다시 이 분석 기술을 통해 행위자를 분
류하는 대신에, 빅 데이터의 공급자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6가지
로 분류한다든가(Ibid.: 21), 데이터가 데이터 생산자, 수집·가공자, 데이터 소비
자 사이를 이동하는 ‘가치 사슬’ 형태 변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김정미,
201205: 5) 그리고 이런 새로운 분류 및 개념화 작업을 기초로 할 때, ‘앞서 나
가는 자’는 데이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분석 기술을 도입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가 움직이는 시장 위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기술에 산업의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자 ‘혁신 동력’으로서
의 중요성을 부여하던 설명방식은 데이터를 통한 개별 조직 효용성 확보라는
목적에 포섭하는 방식에 밀려났었지만, 세 번째 균열 지점에서 이러한 강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빅 데이터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공공부
문의 관심과 투자”(백인수, 201206)는 국민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의 제공이나,
정부 조직의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 “공공분야의 빅 데이터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Ibid.: 5) 정책을 갖추기 위해 요구된다. 그 결과 만들
어지는 것은 새로운 경쟁력이 확보된 “빅 데이터 리딩(leading-인용자 주) 국
가”로서의 한국이다.(권정은, 201208: 17)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설명 장치의 가지런한 배열
을 통해 확보된다면, 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 설명 장치의 수준에서 일
어나고 있는 세 가지 균열은 체계 자체의 위기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설명 체계의 효과로서 발생한 ‘빅 데이터’ 프레임이
재귀적 지식의 경계 밖으로 밀어낸 대상들에게 범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
고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 생산 과정에서 ‘빅 데이터’ 프레임이 경계 밖으로 배
제했던 대상들은 ‘플랫폼’과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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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빅 데이터’란 설명 체계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플랫폼’이 제외되었다
고 해서, 어떤 흔적도 없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빅 데이터’ 설
명 장치가 도입되던 시기에도 “빅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협력과 만남의 장이라기보다는 “고급분석, 빠른 처리속도
확장성, 실시간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효율적
분석’에 부분적으로 포섭된 형태로, ‘플랫폼 전략’ 당시의 참여와 협동의 의미
는 잃어버리고 주변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정지선, 201112: 25)
하지만 상기한 설명 장치의 균열들이 발생하는 시점을 그 계기로, 이런 주변
적 위치에 다시 한 번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빅 데이터
전략연구센터’가 형성되고 동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플랫폼’은 다시 재귀적 지식의 내부로 통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통
합은 ‘빅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개념화 방식의 확산을 동반하고 있다. ‘빅 데이
터 플랫폼’을 동반하는 논의의 전개를 읽어내는 것은, ‘빅 데이터 설명 체계’에
발생한 균열, 그리고 각 설명 장치가 마주한 부분적 반박들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2) 절반의 범람: ‘빅 데이터 플랫폼’
‘빅 데이터’라는 변화 위에서 조직이 취해야 할 핵심적인 고려의 기준이 데
이터의 복잡성에서, 데이터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가치사슬’이나 ‘생태계’의 복
잡성으로 넘어갔을 때, 그 대응의 한 방식으로 ‘빅 데이터 플랫폼’이 제시되었
다.(백인수, 201206) 그러나 재귀적 지식 내에서 ‘플랫폼’에게 부여된 의미는
‘정부 플랫폼 전략’이나 ‘Web 2.0’과 함께 묶이던 시기로부터 변화하였다. ‘빅
데이터 플랫폼’이란 장(場)은 ‘시민의 지식’이 아닌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김정미, 201202: 2)이다. 과거의 ‘플랫폼’은 공공 정보/데이터를
중심적인 자원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그 새로운 ‘활용법’
으로서의 지식을 주고받는 장소였다. 반면에 ‘빅 데이터 플랫폼’은 “비정형 데
이터가 생성되는 새로운 플랫폼”(Ibid.: 2)으로서, 데이터 분석기술은 물론 “데
이터 생성을 위한 인프라 자체에도 취약”한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상으로 제
시된다.(백인수, 201206: 5)
‘빅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변화된 형태로 ‘플랫폼’이 다시 강조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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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균열을 노정한 지점들이 있다. 이 배경은 설
명 장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의 지위 변화,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서 복잡한 관계에
의 대처로의 변화,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강조점의 복귀, 이렇게 세 가지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데이터가 발생하는 특정한 영역은 자
원을 구매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바다로부터 경쟁의 현장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빅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스마트기기, 플랫폼 간의 데이터 및
사용자 확보를 위환 전쟁”(백인수, 201206: 2)의 한 가운데서 정부의 ‘빅 데이
터’ 플랫폼은 “스마트폰 시장,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등
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경쟁상대로 삼는다. 이들은 ‘빅 데이터’ 시장에서도 우
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행위자들인데,(백
인수, 201204) 역설적인 점은 상기한 전망 안에 등장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클라우드’가 MGI와 IDG의 설명 안에서는 데이터의 폭증에 의한 자원의 바다
를 형성시킨 원인들로 제시되어 왔단 것이다. 하지만 설명 체계에 균열이 발생
한 이후, ‘빅 데이터 플랫폼’의 관점에서 이들은 자원을 구매하거나 끌어올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자 또 하나의 추격의 대상으로서 부각된다. 따
라서 이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는 매장된 자원으로서 가치를 측정할 대상이
아닌, 하나의 난관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서 동향분석 보고서의 서론에 등장하
게 되었다.
○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공급자들의 뚜렷한 특징은 이전까지
별개의 부분에 존재하던 분야가 급속하게 빅 데이터 서비스 공급자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
- 이는 모바일 에코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에코시스템과 비슷하게 과거 서로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과 함께 경쟁관
계에 놓이게 되었음
- 이러한 업체들로는 Google, Amazon과 같은 소비자 온라인 서비스 업체,
Microsoft, IBM, HP와 같은 솔루션 기술 업체, 하둡, 맵리듀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SAS와 같은 주요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포함
(백인수, 2012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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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인용에 등장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은 PwC(2010)를 비롯
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데이터의 종류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
정도를 분류하기 위한 틀을 설계한 후에 도달했던 구체적인 ‘선진 사례’들이
다.([그림 2-1] 및 [그림 2-2]) 그리고 이미 검토한 것처럼, 다국적 컨설팅 기
업이 각 산업 영역별로 ‘빅 데이터’ 가치 창출의 예측치를 산출하고, 데이터의
폭증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들을 배포했던 배경에 이러한 선두 그룹과의 거리
를 줄이고 동일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 장치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애플이 데
이터의 생성․축적과 분석으로 나뉘는 두 시스템을 모두 조직 내에 충분히 내
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시스템 모두에 있어 다른 기업들이 쫓아올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와는 다른 자’라는 인식에 대응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그 시도는 균열을 맞이하고 있고, ‘빅
데이터 플랫폼’은 이 자리에 비집고 들어온다.
둘째로, 별도의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던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 기술의 확보
라는 문제 사이의 관계가 재평가 되고 있다. 기존 ‘빅 데이터’ 설명 체계 내에
서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스마트 폰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데이터
확보의 통로와,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카탈로그에 나타나있는 기술 구매의 통
로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둘에서 필요한 것들을 재빨리 선점하거나 구
매하기 위한 조직 상층부의 결단과 ‘마음가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두 사
안이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이 흔들리게 되었다. 외부의 광맥으로 여겨졌던 소
셜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 공간의 검색 엔진이나 동영상 서비스 등이 생산한
데이터들은 사실 트위터 혹은 구글, 유튜브와 같은 조직들이 자리 잡고 있던
영역에 축적되었다. 이용자들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터나 검색을
제공하는 구글,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 할 공간을 제공할 공간을 제공하는 유
튜브는 자신의 영역 내로 들어온 이용자들이 활동하면서 남긴 흔적들을 데이
터의 형태로 만들어 그 생성된 순간에서부터 관리하고 있었고, 그 축적된 관리
경험이 기술적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실제로 구글이나 아마존은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들을 고객이 원할 때 아웃소싱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범용 툴의 제작에 관여하고 있기도 하
다. 이런 데이터 축적과 분석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한국 내에서도 민간 기업
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분석기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되기 시작하였다.(손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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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03; 채승병 외, 201205)
“빅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으로 (정보가) 모이게 된
다.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엄청난 데이터 기반을 갖게 될 것이
다. (…) 데이터의 규모는 결국 시스템의 지능 지수와 직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빅 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이해, 처리, 분석 능력은 진화하고 결국 개별 솔루션
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손민선 외(LG ERI) 201203: 11)
“빅 데이터 선도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
해 전략적으로 노력: 빅 데이터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 핵심 서비스를 무료 또는 염가에 제공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채승병
외(삼성경제연구소) 201205: 8)

이들의 요점은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시스템을 이미 구비한 선도
조직들은, 그 분석 능력을 빌리거나, 그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각 개인 및
조직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시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순환이 실재로 성립될 경우, 순환 속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과 같은 유력 경쟁자들은 이 정보를 다시 분석한 경험을 통해 분석 능력을 향
상시키며, 이 능력은 다시 데이터 축적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즉, 구매는 거래
관계로서 끝나지 않고 경쟁 관계 위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이 순환이 속도를 올려가는 기반을 ‘플랫폼’이라고 할 때, ‘빅 데이터 플랫폼’
에 대한 설명은 그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데이터’ 자원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순환의 다룬 한 측을 이룬
‘기술’ 또한 단순히 구매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경각심을 동
반한다. “기업 IT 솔루션 제공 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DB 소프트웨어 업
체, 데이터 분석 업체, 온라인 서비스 업체, 온라인 상거래 업체” 사이의 경쟁
의 경계가 사라진 이상(백인수, 201204: 22) 분석 기술의 구매가 이런 복잡한
관계 위에서는 단순히 거래로 끝나지 않기에,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유
할 노력이나 혹은 이러한 관계 위에서 서비스의 구매가 불러올 귀결에 대한
한층 정밀한 인식이 요구된다.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보인 균열 중에서 서론
의 자리에 치고 들어온 ‘빅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한 심화된 관심과, ‘가치 사
슬’과 같은 관계적 개념의 도입은 이에 상응한다. 이는 ‘빅 데이터’ 설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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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위자의 역량을 구성하는 ‘데이터’이든 ‘기술’이든 화폐를 매개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플랫폼 전략’이 중요시 하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배제시켰던 것으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상정한 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서 정부의 공공 데이터가 부각된다. ‘빅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
과 축적 사이의 순환 구조를 상정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장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시장분석기관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빅 데이터’의 최전선에 있는
행위자들에 비해 이 ‘분석’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인정을 “글로벌 업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인
프라를 따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 서비스를 육성하는 방식
보다,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이것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플랫폼이 성장하게 되
는 전략이 한국에는 좀 더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전환시킨다.(손민선 외, (LG
ERI), 201203: 13) 현재 한국에 “글로벌 서비스 기반을 가지고 블랙홀처럼 정
보를 빨아들이는 거대 IT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인프라와 분석 능력을 갖춘
조직이 부재한다고 보더라도(Ibid.: 13), 데이터의 양과 지능이 순환한다는 전제
를 받아들인다면, 먼저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기반으로 사용함으로써 순환 구조를 갖는 ‘빅 데이터 플랫폼’의 탄생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는 시장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공유하게 된 결론이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연구 기관들 모두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이 선순환을 여는 촉매
라고 판단하고 있다.
□ 정부는 빅데이터 역량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해 공공의 빅데이터를 공급하
고 표준적인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
- 기업 고유의 데이터는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이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활용경험 축적을 유도
․ 양질의 공공 빅데이터 공급이 선순환의 촉매로 기능.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2012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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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의 경우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성
을 위한 인프라 자체에도 취약.
- 또한, 제한된 내수 시장 규모, 글로벌 서비스 업체가 없는 시장 구조 등으로 이
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어려움.
- 정부, 공공분야는 다른 어떤 민간 기업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뛰
어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특히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전자
정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를 확
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백인수, 201206: 5)

즉,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는 그런 매력적인 서비스의 설계가 가능하도
록 하는 자원으로서, 그 중에서도 유용하고 활용이 가장 용이한 자원으로서 주
목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원이 사용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
는,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갖는다든가, 혹은
정부 조직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한국 이란 범위
내의 ‘빅 데이터’에 관련된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앞서 언
급한 “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빅 데이터 리딩 국가”(권정은, 201208: 17)
가 그 목적지이다.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많은 부분은 행위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인
‘빅 데이터’가 자신에게 유관한 문제임을 경험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빅 데이터’가 제공하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지식은
행위자가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근거로서의 재귀적 지식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명 체계에 균열이 발
생하는 것은 오히려 ‘데이터’라는 틀을 통해 요약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변화
가 여러 행위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현상으로서 인정받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의 변화가 ‘데이터’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으며, 개
인이나 조직 행위자가 이 가운데 서있다는 인식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자신이 쉽게 구매해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원과 기술이 사실은 한층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단 점이 부각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명 체계에는 균열이 발생하였지만 그것이 만들어내고
자 했던 효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빅 데이터’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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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이 보여주는 지속성이, 과거 프레임이 경계 밖으로 밀어낸 ‘플랫폼’이
돌아왔을 때 본래의 의미가 아닌 ‘데이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자체 성장시키
는 자동 장치에 대한 기대의 일환으로서 돌아온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플랫폼’이 다시 재귀적 지식이 생산해내는 세계의 이
미지 속에 편입되었을 때, ‘플랫폼’을 따라 범람한 ‘시민’ 그리고 ‘국민’ 또한 변
형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민 서비스”(백인수,
201206: 7) 개발을 동반하는 ‘빅 데이터 플랫폼’에서 시민은 데이터 자원을 얻
을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이며, 과거에 ‘빅 데이터 설명 체계’에서 인터넷 공간이
나 모바일 미디어에 기대되던 역할을 수행한다. ‘빅 데이터 플랫폼’에 기대되는
대로의 순환 구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
로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하고 또 매력적이어야 한다.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들은 구글의 엔진에 자신들
의 사용 이력을 남기고, 구글은 사용자가 남긴 이력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
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안하여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 들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 플랫폼 전략’에서 참가자들의 동기유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던 것과는 다른 맥락의 ‘관계의 관리’이다. 이전 ‘정부 플랫폼’의
참가자들은 참가자들 사이에 적극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플랫폼 전체를 변
화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되었다. 반면, ‘빅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이들은
‘사용자’로서 플랫폼 시스템과 1:1 개인화된 관계를 맺는다. ‘빅 데이터’ 설명
체계 내에서는 이를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부르며,(백인수, 201205: 2) ‘빅 데이
터 플랫폼’의 참가자들은 서로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
스와의 1:1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검색 이력을 포한한 ‘데이터 그림자’를 남길 뿐
이며, 플랫폼은 이런 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 이 ‘그림자’를 참가자들
개개인이 파악할 수 없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분석하는 작업을 중시한다.
즉,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 혹은 시민 혹은 국민을 상대로 한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할 때, 이것은 정치적 과정에 의견을 내는 집
단적 주체로서의 시민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닌, ‘빅 데이터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전체 시스템의 한 파트로서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부분적 균열로 ‘플랫폼’은 내부로 편입되었지만,
최초에 가지고 있던 ‘협력’과 ‘시민’의 가치는 아직도 프레임 밖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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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과 사례의 재해석: 「필박스(Philbox)」‘서비스’와 ‘검색 통계’
‘빅 데이터’ 설명 장치들의 성공적인 배열이 프레임을 형성한 이후에도, 미국
으로부터의 사례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FBI의 종합 DNA 색인 시
스템, 미국 국토안보부의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테
라데이터의 솔루션을 빌린 자금세탁방지 및 신용위험관리 시스템과 같은 사례
들은 정부 및 공공 연구기관의 보고서 사이에서 하나의 추격 지점으로서 공유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연방 정부 단위뿐만 아니라, ‘테네시주 멤피스 시
의 실시간 범죄 감시 센터’(정지선, 201112:22),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의 범죄지
도”(정보화진흥원, 201205: 116-117)라든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의 소셜네크워
킹 분석을 통한 사기범죄 조직 파악”이나 “라스베가스의 소셜 네트워크 데이
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방지” 등의 사례와 같이(백인수, 201206: 4), 주 정부 단
위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사업의 발굴로 까지 이어졌다. 이 사례의 서사는 데이
터를 활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공통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적용 사례는 주 정부의 사례가 점차 발
굴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었다.
오바마 정부의 「필박스(Philbox)」 프로그램의 사례가 도입되었을 때도, 이
사례 또한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사용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달성이라는
구도를 통해 서술되고 있었다. 「필박스」는 “의료기관, 환자, 정부, 의료보험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오마바 정부의 헬스 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정책으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05: 36), ‘빅 데이터’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
해 소개될 때, 「필박스」는 전 세계의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정보를 모아 이용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소개된다.
- 빅 데이터와 관련된 ‘헬스 2.0’ 중 대표적인 것이 ‘필박스(Philbox)’ 프로젝트로
서 2010년부터 시작된 필박스(philbox.nlm.nih.gov)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기억이 불분명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필박스가 요구하는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면, 이용자가 문의한 알약이 어떤 용
도인지, 유통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
박스는 전세계 제약회사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05: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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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으로서의 시민에게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고품
질 서비스’의 달성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필박스」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조직 효율성 향상의 예시로서 인용되어왔다.
오바마 정부의 「필박스」 프로젝트는 “연간 5000만 달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강조되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2; 정지선, 201112; 17)
“독일 연방 노동기관에서 빅 데이터 활용 맞춤형 고용으로 3년간 백억 유로
비용 절감”을 이루고(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Op. cit.: 2; 정지선, Op. cit.; 17)
EU에서 부정․오류에 따른 손실 감소 및 비용 절감을 통해 1,500~3,000억 유
로의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정지선, Op. cit.: 17)와 나란히 인용되었다. 한국정
보화진흥원(정지선, Op. cit.: 16)은 이런 세 가지 사례들을 연속으로 늘어놓은
다음, 그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최소 비율 적용 시 10.7 조원의 경제 효과”가
추산될 수 있다며 이를 한국의 경우까지 확장․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보
여주고 있다.
하지만 「필박스」란 사례는 점차 효율적인 서비스로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필박스」에 대해 서술하는 새로운 방식이 물론 그
비용절감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길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서비스’ 이상
의 ‘검색 통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필박스」는
자신이 사용 중인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를 때, “알약에 새겨진 글자, 번
호, 색깔, 모양, 크기” 등 알고 있는 적은 정보를 입력하여 상세한 효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
이터 전략 연구센터, 2012a: 23) 하지만 「필박스」에 대한 새로운 설명은 이
‘검색’ 기능을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검색 기능은 「필박스」
가 “사용자가 검색한 약의 정보를 통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지도 및 그래프
를 입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의 발생 장소 및 전염속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기초로서 서술된다.(Ibid.: 24)
즉, 「필박스」를 ‘검색 통계 프로그램’으로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약
검색정보를 통해 질병의 분포․증가 현황 등을 분석”(백인수. 201206: 7)하는데
있어,65)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데이터로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둔
65) “검색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질병의 분포, 연도별 증가 등을 분석”(행정안전부, 201207: 2), “질병
분포, 확산경로, 통계 등 지원”(전승수, 201208), “약 검색을 지원하는 검색통계프로그램으로, 주요
질병의 분포, 연도별 증가 등을 분석”(양혜영, 201210: 12) “국민의 약 검색 통계를 활용하여
AIDS 등 관리대상 주요 질병의 분포, 연도별 증가추세 등을 예측”(김한나, 20121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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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6) 그리고 이런 「필박스」의 새로운 모델은 구글의 독감 분석이다.
○ 검색데이터를 통한 구글의 독감 이동 분석, 약 검색정보를 통해 질병의 분포․
증가현황 등을 분석하는 Philbox 프로젝트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각지도 못
한 대민 서비스 개발이 가능
출처: 백인수(201206: 7)

위의 서술에서 「필박스」는 구글의 ‘독감 이동 분석’과 병렬적으로 배치되
면서,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구글
의 독감 이동 분석은 ‘독감 트렌드’란 이름으로 ‘빅 데이터’를 다루는 정책 문
서 및 공공 연구기관의 동향분석 보고서에 자주 제시되었던 선진 사례 중 하
나이지만67), 이 사례는 다른 사례에서 ‘빅 데이터’ 정책의 모범으로 자주 등장
하였던 ‘미국 정부’가 오히려 구글과 비교할 때 충분히 ‘빅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 역할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독감 유행 수준을 파악하는 ‘구글 독감 트렌드 서비스’, 인터넷에서의 집단행동
과 의학이 만나서 맺은 결실
- 구글은 독감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관한 검색어가 얼마나 자주 검색됐
는지를 파악해 독감 확산을 예측
- 이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공표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앞서 독감의 창궐을 탐지
※ 2008년 2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애틀란타 주 중부의 독감 발생을 공표
했었는데, 구글에서는 이미 2주 전에 독감 유행을 예보함.
출처: 정지선(201112: 20)
66)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10: 8)가 일찍이 필박스를 비용 절감의 다른 사례들과 나란히 놓으면
서도 다른 지면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후천성면역 결핍증 등 관리대상 주요 질병의 분포, 연
도별 증가 등에 대한 통계치 확보 가능”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때 ‘필박스’가 제약
회사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질병 분포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사용자의 검색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검색통계서비스임이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이를 명기한 사례들과 해석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67) 정보화진흥원, 201105;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0; 정지선, 201112; 정용찬, 201202; 한국정보
화진흥원, 201204, 201205; 백인수, 201206; 행정안전부, 201207; 오정연,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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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구글 사이에 비교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은 비교 대상이 되기에는 상이한 데이터 축
적 및 수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CDC가 독감을 공표하는 데 사용
한 데이터는 조직 목적에 따라 수집된 것이다. 하지만, 독감 트렌드에 사용된
구글의 데이터는 구글 사용자들이 검색 엔진 사용을 통해 서버에 남긴 무진장
의 그리고 임의의 검색 데이터 중에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백
인수, 201206: 7) 구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검색어와 실제 독감 발생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한 구글의 분석 능력이 없었다면 구글은 질병의
예측이라는 게임에서 CDC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구글은 데
이터와 분석 능력을 활용해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구글 독감 트렌
드가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있다면, 이 사용 기록 또한 분석 역량 증진과 데이
터 축적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로서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필박스」의 사례가 보여준 변화는 CDC와 구글 독감 트렌드라는 두 행위
자 사이에서 후자로 지향점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약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서, 검색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필박스」에
대한 설명이 변화했을 때, 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합하여 사용하던
CDC에서 구글로 목표 지접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필박
스」라는 사례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최종적으
로 해당 정책을 ‘빅 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사례로서 소개할(백인수, 201206: 7)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한다.
첫째로, 최초의 ‘빅 데이터’ 설명 체계 내에서 데이터는 외부에 존재하는 획
득의 대상이었다. 「필박스」의 활동 또한 ‘서비스’로 설명되던 때는 외부로부
터 데이터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검색 통계’로 의미
가 변화된 이후 「필박스」는 단순히 자료를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아니
라, 외부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층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직
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서비스의 이용자들로부터 나온다.
둘째로, ‘빅 데이터’ 설명 체계의 프레임 내에서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은 이
원화된 별도의 과정으로 전제되었다. 하지만 「필박스」가 ‘검색 통계’로 해석
되었을 때, 제약 회사로부터 모은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처리하여 만든 서비스
가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서술은 이 둘이 결합된 순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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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또 다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한층 새로
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때, 「필박스」는 ‘빅 데이터 플랫폼’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범 사례로서 위치할 수 있다.

3. 소결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이 만들어낸 ‘빅 데이터’의 설명 체계가 정책지식의
생산 과정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정책을 위한 재귀적 지
식이 생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다국적 정보 컨설팅이 제공한 설명의 장치들
의 타당성이 의심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설명 체계에 균열이 발생하였
다. 특히, 정부를 포함한 개별 행위자가 데이터와 기술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
다는 행위 모델과, 세계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에 의해 구매 가능한 데이터
자원의 창고로 변하였다는 설명에 점차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다
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장치들이 소위 ‘빅 데이터’의 선두 주자들을 정부와
일반적인 기업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로서 묶으려고 했던 시도들에 대한 의문
또한 동반하였다. 그리고 의문으로 생긴 균열의 자리에 ‘빅 데이터’ 프레임 밖
으로 배제되었던 집합적 관계의 이해에 대한 강조와 상호작용의 현장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복귀하여 ‘빅 데이터 플랫폼’의 형태로 ‘플랫폼’ 또한 다시
한 번 정책지식이 생산되는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분석한 결과들은 ‘빅 데이터’라는 이름과 함께 수행적 발
화로서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장치들이 만들어낸 효과가 모두 해소되
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데이터를 자원, 더 나아가 자본으로 보
는 시각, 그리고 자원의 취득을 세계 내 행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
시각은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에서 제시했던 의문들도 정부가 이런 전제
를 한층 더 받아들였단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 ‘빅 데이터’를 둘러싸고 자원과
분석기술을 보유한 선두 주자들과 벌이는 경쟁은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동일
성의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 관계의 형태로 완화시킨 것보다 힘든 일로
들어났다. 하지만, ‘빅 데이터 플랫폼’은 그런 어려움에 등 돌리고 과거로 돌아
가기 위에 제안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기술역량
의 순환적 축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집합적 상호작용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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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참여할 집합적 상호작용은 데이터 자원을
둘러싼 시장에서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의미할 뿐, 과거와 같
이 데이터 활용법을 고안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 또한 정책지식 안으로 돌아왔으나, 과거와 같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잠
재적인 데이터 자원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다.
지식의 수행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설명 장치들을 배열하여 체계를 이
룬 후에도 이를 전파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머물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반대나 회의론에 답하며, 기존의 도구들을 개량하여 영향력
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과정까지가 설명 장치와 체계, 그리고 수행성을 가진 지
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 정부 산하의 공공 연구기관들이 다
국적 컨설팅 그룹의 설명 장치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장치들은 원래의 맥락을
떠나 새로운 맥락에서 배열을 이루었고, 이 새로운 맥락은 다국적 컨설팅 그룹
이 고안해낸 설명 체계에 점차 도전적인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다국적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직접 파견된 행위자의 개입이나 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속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 설
명 장치의 일부가 배열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설명 장치를 통해 발현된 프레임
은 그 영향력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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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논문은 기술적․사회적 환경과 행위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재귀적
지식의 생산이 정보기술 정책에 동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귀적
지식의 제도화를 불러온 인지적 문제가, 정보 기술을 둘러싼 기술 공급자․중
개자․소비자의 상호 작용이 규모․복잡성․속도 면에서 고도화된 정보 사회
와 그 안의 행위자 사이에서도 부각된다고 한다면, 조직 ‘행위자’로서의 정부
또한 ‘행위 전략’으로서의 정책을 고안하는데 있어 직접적 관찰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복잡해진 기술사회적 환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과 자신의 관계를 규정
하는 재귀적 지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정 기술 시스템을 개발 혹은
도입하고, 이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상이 되는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이해뿐
만이 아니라, 배경에 있는 기술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
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 논문 또한 정부를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 “어떤
연구를 지원 혹은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고용
하여 재귀적 지식 생산을 제도화한 행위자로 보고 주목하였다.
기술사회적 세계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하여 기술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서, 기술적 대상을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름, 개념, 상징들이 경합하
던 선례에 대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이러한 장치들이 지식을 만들기
위한 한층 더 체계적인 시도 속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서로
상이한 출처와 배경을 가진 장치들의 대체․포섭․배제․재해석 관계를 매개
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빅 데이터’ 정책을 위한 정책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기술사회적 세계
와 행위자로서의 정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국적 컨설팅 그룹
으로부터 들어와, 한국 정부의 공공 연구기관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
을 대체하던 일련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에 있어 이런 장치들이 세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명하는 대로 둘의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수행적 발화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 수행적 발화가 만들어낸 효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96 -

첫째, 다국적 정보 컨설팅 기업은 ‘빅 데이터’라는 말을 기술적․사회적 세계
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요약해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이름으로서 사용하는 설
명의 체계를 구축해왔다. 다국적 컨설팅 그룹은 데이터의 규모, 복잡성, 축적
속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다루던 수식어의 일환으로서 사용되던 ‘빅 데이터’란
말을, 다른 맥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는 실재
적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름으로 삼은 후, 이 ‘이름’이 컨설팅 기업의 지
식을 소비하는 독자들이 보기에 경험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일련의 설명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다양한 정의와 분류틀을 설계하고
예측 조사를 수행했으며, 수치화된 자료들을 배포했는데, 이러한 설명 장치들
의 최종적인 목표는 ‘빅 데이터’를 각 조직들에게 유관하며 또 이익이 되는 것
이라고 설득해, 여러 조직들이 ‘빅 데이터’가 요구하는 ‘데이터’와 ‘기술’을 다국
적 컨설팅 기업의 중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자원으로서 보도록 하
는데 있었다. 즉, 한국의 공적 영역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재귀적 지식이 생
산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어휘와 자료들은 단순어 기술적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상당 부분 하나의 체계화된 의미와 용법을 만들고자하는 고려 속
에서 설계된 것들이다.
둘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한 국내 공공 연구기관이 ‘빅 데이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
명 장치들은 기존에 ‘정부 플랫폼 전략’ 및 ‘Gov 2.0’라는 정부 전략을 대상으
로 하던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던 행위자로서의 정부와 세계 사이의 재귀적 관
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켰다. 이들 전략은 정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를 매개로 정부 조직 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 간의 관계
를 설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빅 데이터’ 정책과 연속성을 갖지만, ‘빅 데이터’
정책지식의 생산 과정에서 도입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체계에 의하여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술사회적 환경과 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안에서
정부라는 행위자는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
는 시장적 행위자로서 표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
개하기 위한 기술 매체를 적극 이용하여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
어내고자 했던 정부의 상은 그러한 협력과 참여의 장소로서의 ‘플랫폼’ 그리고
참여의 주체로서의 ‘시민’과 함께 설명 체계가 만들어 낸 프레임 밖으로 배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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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빅 데이터’ 지식 생산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제하는 세계
상과 행위자상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다국적 컨설팅 기업
의 설명 체계가 만들어낸 프레임의 완전한 해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균열은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최초에 만들어내고자 했던 의미 중 ‘자원으로
서의 데이터’ 그리고 ‘자원 경쟁에 참가하는 행위자로서의 조직’이라는 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그러한 ‘경쟁’을 누구라도, 심지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위자조차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 데이터’의 설명 체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프레임 경계 밖으로 밀려나갔던 플랫폼이 다시 범람해서 ‘빅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을 때도, 그것은 ‘데이터’ 축적의 선순환
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시민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자동 시스템의 모습으로 해
석되었다. 이 경우, 범람의 존재가 그 자체로 ‘빅 데이터’ 설명체계의 영향력이
소실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본고는 기술 정책에 요구되는 재귀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러한 이
해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설명 장치들을 도입해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영향력이란 절대적으로 의문을 던질
수 없거나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며, 지식 생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회의론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식의 ‘수행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이러한 의문과 균열에 대응해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현장
에 투입되는 경제학자나 컨설팅 전문가의 노력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하지만
‘빅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설명 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단순히 그것의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일부가 의심의 대
상이 되더라도 다른 일부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즉, 본 연구가 보여줄 수 있는 점은 비록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하
고 보수하는 측이 부재하더라도, 특정 설명 체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며, 한 번 받아들여졌던 설명 장치들은 어떤 형식
으로든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론이 갖는 함의
가 기술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재귀적 지식을 생산
하는 제도는 현대 사회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민간 기업도 자체 연구소
를 통해 기술적 사안에 대한 재귀적 지식을 생산하고 있고, 과학기술사회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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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민 참여 방식의 일한으로 고려되어왔던 합의 회의나 기술영향평가 또한
재귀적 지식의 생산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빅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시간이 흐른 지금, 본고가 연구 대상으
로 설정한 정책 지식이 생산되는 영역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빅 데이터’란
어휘가 사용되는 수많은 사회적 어법을 마주할 정도로 ‘빅 데이터’란 말은 일
상생활에 깊이 침투해있다. 이미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린 ‘빅 데이터’는 각종
대학 연구소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간판과 이름 아래에
서 기술을 개발하던 개발자들도 ‘빅 데이터’로 간판을 바꾸어 걸었고, 정부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운동들에서도 ‘빅 데이
터’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고가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설명 체계’
가 수행적 발화로서 만들어내는 효과가 이러한 모든 영역과 어법 속에서 동일
한 형태나 정도로 나타난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본고의
결론이 갖는 함의가 적용 가능한 범위와 그 한계 지점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현실일 수도 있다. 이 논문 또한 정부의 데이터 공개를 시민운동
의 차원에서 주장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빅 데이터’란 어휘가 포함
된 설명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빅 데이터’ 정책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프레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지점은 본고의 한계가 됨과 동시에, 본고의 연구 문제와 분석틀을
확장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볼 가치가 있는 연구문제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다. 지식사회학의 맥락 위에서 정식화된 본고의 연구 문제의 기원이 된, 한
층 더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2012년 하반기에 과학기술위원회 및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주최로 이루어진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에 시민패널로
서 참가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빅 데이터를 주제로 했던 2012년도 기술영향
평가의 경우, 평가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수차례의 강의와 세미나가 제공되었
지만, 그 강의와 세미나는 3V 모델을 포함하여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만들어
낸 설명 장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정부의 데이터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의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오픈 거버먼트’, 혹은 ‘공공 데이터’라는 이름들은 ‘빅
데이터’보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그러한 운동들이 발달한 영국이나 유럽
에서 유사한 운동들이 ‘빅 데이터’란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또
한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며, 본고는 연구 결과에 비
추어 볼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러한 말들을 사용할 때 그 뒤에 숨어있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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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역사를 되짚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한 번 쯤 짚을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즉, 학계, 언론, 시민운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에 비해 본고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반대로 확장된 비교 연구의 전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나아가 본고의 논의는 ‘빅 데이터’ 설명 체계가 도입되면서 만들어낸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그 결과 기존에 공공 연구기관이 사용하던 설명
장치들 또한 과거에 특정한 도입과 배열의 과정을 거친 것들 일 수 있단 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단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지수를 만들고 서베이를 수
행한 결과를 가지고 상이한 조직들이 동일하게 참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는 역할은 과거에 OECD나 세계은행이 각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수많은 지
표를 만들고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행해왔다. 정보기술의 정책지식
생산에 있어서도 과거 ‘정보화 지수’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OECD 등의 정부
간 국제기구는 중요한 행위자였다.(서이종, 2001b) 하지만 ‘빅 데이터’의 경우
그 주도권이 대형 다국적 컨설팅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인터넷을 측정하
기(Measuring the Internet)”란 제목으로 발간된 ‘빅 데이터’에 관한 OECD 보
고서도(Lehr, 2012), 인터넷의 유동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문제가 점차 중요해
짐에도 불구하고 OECD와 같은 전통적인 ‘통계 기구(Statistical Agencies)’가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경쟁력을 되
찾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빅 데이터’ 설명 장치가 만들어지고 도입되면서 국내의 지식 생산에서 사용되
던 여려 지표와 순위를 대체하였을 때, 이 대체된 것들 또한 지식 생산을 둘러
싼 과거의 상호작용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지식 생산 활동 또한 한층 더 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의 확보를 두고 이
루어지는 지식 생산자들 사이의 경합 관계 속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수를 만들고 통계를 축적하는 일련의 사업은 공통된 기준(common metrics,
commensuration)을 만듦으로써 사회통합을 노리는 행위로 역사적으로 정부의
주된 활동 영역이었으며,(Espeland &Stevens, 1998, 2008) 한국 정부도 2000년
대 초기까지 정보화 지수를 자체 제작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런 면에
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 역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위까지 포괄할 수 없었단 사실은 한계임과
동시에, 후속 연구가 가능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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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flexive Knowledge
Making in Information Society:
T he

Case of 'Big Data' Frame and Reshape
of Policy Knowledge in South Korea

J oonwoo S on
Department of Sociology
T he Grad u ate S chool
S eo u l N ational U niversit y

The thesis sheds light on the process through which Information
Technology (IT) policy is accompanied by reflexive knowledge making on
sociotechnical world. Given that the gap between an actor's cognitive
capacity and the complex, thus unobservable world give birth to a number
of institutions producing reflexive knowledge, IT policy makers experiences
the same gap; the social interaction among providers, consumers, and
mediators of IT is showing greatly increased volume, complexity, and
velocity. Although the earlier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one can find
competition among policy makers to give names, definitions, identifications
or symbolic meanings to newly emerging, thus obscure, technologies, they
did not pay enough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that those names, definition,
or symbols could be parts of knowledge designed to explain sociotechnical
chang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reflexive knowledge is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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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description of interaction between an actor and the world, but the
performative speech act constructing the actual relationship as the
knowledge describe it, the thesis focuses on influence of a certain way of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making IT policy knowledge.
'Big Data' policy in South Korea, originally proposed in October 2011,
was the latest form of IT policy designed to reform the whole government
agencies by applying new technology and R&D. Granted that such policies
have a reflexive feature, the policies had been backed up by knowledge
produced by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ions, in order to know in advance
what kind of reflexive results are expected. On the one hand, the term 'Big
Data' means data with great volume, variety, and velocity, whereas it also
selectively means new analytic tools and system infrastructure for those
data, media for sharing and circulation, or community of practice
responsible to all of them, on the other hand. This coverage and complexity
makes it hard to grasp the whole image of 'Big Data'; such difficulties
made government demand more participation in reflexive knowledge making
from the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ions that had already worked for IT
policy for decades. Nevertheless, it is not the continuity with the past, but
the discontinuity that needs careful scrutiny. In other words, 'Big Data'
policy knowledge making in Korea depended on the global IT consultancy.
Global IT consultancy constructed an explanatory system in which the
phrase 'Big Data' summarized the on going changes in the sociotechnical
world. By providing analytic map for complicated and rapid interactions in
the field of IT, the consultancy secures its influential intermediary status
between providers and consumers. When it comes to 'Big Data,' its
explanation of what parts of the sociotechnical world should be known
mobilized conceptual apparatu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Big Data' and
the model for classifying and sorting various data, technology, and actors,
and survey results and visualized graphs indicating enormous growth of
valuable data inside and outside of all kinds of organizations. This
explanation shaped the frame, in which an organization as an acto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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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icted as an individualized market actor purchasing required data and
analytic toolkit from outsiders, and surrounding world as an inventory for
valuable resources.
When policy knowledge making in South Korea made use of explanatory
equipments originally designed by a group of global IT consultants, the
way to understand IT policy gradually resembled their frame. Research for
'Big Data'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showed compatibility with
earlier studies on the use of government's public data to set a new
relationship amo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mong government,
citizens, and private corporations. Nevertheless, the concept of market
transactions gradually substituted in the policy knowledge the past concept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for contriving creative data usage in which
citizens take the lead. Simultaneously, the world depicted by the knowledge
excluded the 'citizen' as an actor, while 'consumers' and 'private
corporations' are left. In an identical case serving as 'the best practice' in
two discrete kind of policy knowledge, the knowledge concerning 'Big
Data' drastically reshaped the prior interpretation, and the policy rested on
completely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reflex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s an actor and sociotechnical environment.
This does not mean that 'Big Data' explanatory frame constructed by
IT consultancy has always been stabilized during policy knowledge
production in South Korea. It has been questioned and even partly replaced
by other ways of explanation. Most of all, critics mostly questioned the
behavioral model in which an individualized actor including government as
an organization can purchase data and analytic toolkit required, and the
point of view in which world is depicted as an usable inventory.
Consequently, emphasis on collective, not individualized, relationships and
the world as place of social interactions was partly recovered in the policy
knowledge. However it was still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ones; 'the
collective' means competitive, not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mobilizing
potential data resources. 'Citizens' also came back into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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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not as a participatory subjects but as potential sources of
valuable data. It still understands data as capital, not as a medium for civil
cooperation, and takes resource accumulation as the virtue of all actors
within the sociotechnical world. This suggest that even conceding the
explanations constructed by global IT consultancy are not always fully
accepted, it possibly leaves a trace on policy knowledge even after it is
questioned.
In this regard, the result of this study might not be limited to a
single case. Along with policy knowledge making, reflexive knowledge has
been constructed and circulated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insurance
companies, futurology, and technology assessment this mirrors the reality
that decision-makings on technological issues extends their influence.
Although there might be various reasons that one might choose a sort of
reflexive knowledge as integrated part of such efforts, and such knowledge
might be contested easily then one originally thought, the thesis suggests
that it is quite difficult to eliminate all of its influence after the knowledge
has been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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