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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 지원! 
수요기업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데이터 상품, 가공 서비스를

사전 검증을 마친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 받는 방식으로 지원

데이터바우처 사업 소개

부처·지역 협력

전문기관
(수요선정 및 후속 관리협력)

주무부처 수요발굴 및 후속지원협력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데이터판매·가공기업 지정
및 관리

3자 협약체결
④

①

데이터(판매·가공)

공급기업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협의

데이터 판매·가공 서비스 제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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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의사항

1. 사전협의서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의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수요기업 선정 이후 협약 시까지 변경 불가함

2. 사전협의서에 명시 하지 않은 요구사항은 수용 불가

3. 사전협의서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적합성에 대한 감리가 진행됨

4. 모든 항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함

5. 사전협의서, 견적서는 전담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6. 협약 시 제출된 사전협의서, 견적서를 기준으로 사업 수행해야하며,

허위기재 및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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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상품 견적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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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상품 견적서 _ Step 1.

공급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수요기업 기업명

(1)

(2)

(1), (2)
각 기업의 정보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3) 견적금액은 데이터 상품
금액의 합계이며, VAT 포함
으로 기재

견적내용

견적명

견적금액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3)



`

2. 구매 상품 견적서 _ Step 2.

상품명
상품

번호*

단가

(₩)

항목

(수량,

용량,

기간

등)

금액(₩)

구매 1: 

직장인 취미

생활 통계

2021-DV-

S-0000-

001

50원/

MB

3,000

MB

150,000

원

(단가x

항목)

구매 2:

직장인 맛집

정보

2021-DV-

S-0000-

002

5,000원

/건

700

건

3,500,0

00원

합계 (VAT 포함)

3,650,0

00원

상품명(1)
(2)

(3)
(4)

데이터바우처 포털 사이트
(https://kdata.or.kr/datavoucher) 접속 후 조회

견적금액과
일치해야함

구매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행(row)추가 작성

(1) (2) (3) (4)



가공 서비스 견적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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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수요기업 기업명

(1)

(2)

견적내용

견적명

견적금액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3)

2. 가공 서비스 견적서 _ Step 1.

(1), (2)
각 기업의 정보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3) 견적금액은 데이터 상품
금액의 합계이며, VAT 포함
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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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기업 소속의 참여인원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만 인정됨
* 공급기업 점검 시 증빙 요구

(2) 해당 직원의 금액 산출 근거 기재

각 참여인원에 대해
급여 x 참여기간(월) x 참여율(%)로

기재

(3) 참여인원의 인건비 합계

(4) 견적금액 중 인건비 비율

2. 가공 서비스 견적서 _ Step 2.

구분 내역 금액(₩) 비율(%)

인건비

(1)

홍길동
(팀장)

5,000,000 x 4개월 x 100% 
= 20,000,000원

(2) (3) (4)

33,500,000원 58% 전우치
(팀원)

3,000,000 x 3개월 x 100%
= 9,000,000원

임꺽정
(팀원)

3,000,000 x 3개월 x 50%
= 4,500,000원

※ 참여율은 데이터바우처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130%까지만 허용됨
ex) 전우치의 경우 추가 가공업무에 30%만 참여 가능하지만, 임꺽정의
경우 추가 가공업무에 80%까지 참여 가능

Case1) A수요기업 가공 50% + B수요기업 가공 40% = 90% => 가능 (130% 이하)

Case2) A수요기업 가공 40% + B수요기업 가공 50% + C수요기업 가공 40% = 130% => 가능 (130% 이하)

Case3) A수요기업 가공 100% + B수요기업 가공 40% = 140% => 불가 (1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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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 소속 인원은 크라우드소싱 인력으로 참여 불가

2. 가공 서비스 견적서 _ Step 3.

크라우드소싱

(1)

※ 공급기업이 직접 일용인력 형태 또는
리워드 제공방식으로 외부자원(인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신청하여 전담기관에서
승인받은 기업이 대상

※ 소싱 방식으로 고용한 인력의 경우
크라우드 소싱 약관에 의한 계약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며, 
국내 거주 인력의 고용만 허용
* 외국국적자의 경우 국내 186일 이상

거주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함

1. 크롤링
300원 X 1,000건 X 10명
= 3,000,000원

2. 라벨링
500원 X 2,000건 X 5명
= 5,000,000원

3. 이미지 수집
1,000원 X 1,000장 x 1명
= 1,000,000원

9,000,000원 16% 

(1) 크라우드소싱 금액 산출 근거 기재

각 항목에 대해
단가 x 수량 x 투입인력으로 기재

(2) 항목별 크라우드소싱 비용 총 합계

(3) 견적금액 중 크라우드소싱 비율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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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 서비스 견적서 _ Step 4.

경비*

S/W 사용료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사용료

(1) (1) 사용하는 S/W의 제품명, 
원가 등 산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

(2) S/W사용료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료 합계

(3) 견적금액 중 경비 비율

(2)

※ 경비는 견적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필요시 영수증 및 산출근거자료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1. A社의 빅데이터분석 툴
1,000,000원

2. B社의 이미지 가공 툴
3,000,000원

3. C社의 시각화 툴
5,000,000원

1. AWS 사용료
월 1,000,000원 x 3개월
= 3,000,000원

2. Azure 사용료
월 500,000원 x 2개월
= 1,000,000원

13,000,000원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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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 서비스 견적서 _ Step 5.

일반 관리비 인건비+크라우드소싱비+경비의 8% 이하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하

합계 (VAT 포함) 100%

1,500,000원 3% 

500,000원 1% 

57,500,000원

(1)

(1) 항목별 산출 금액의 합계

(2) 항목별 비율의 합은 100%를
만족해야 함

(2)

견적금액과
일치해야함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문의

이메일 : datavoucher@kdata.or.kr

대표번호 : 1833-224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