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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백서

발간사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이 외에도 데이터 안심구역 운
영과 데이터 인증제도를 통해 빅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하는 2021년 데이터
산업백서는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
대되고 데이터 이동 주체가 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정립되는

안녕하십니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윤혜정입니다.

환경 속에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
2021년은 국내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이 새롭게 다져진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데이

과 데이터 이동권의 보장 등 관련

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데

담론을 큰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번 백서가 데이터를 통해 만들

비슷한 시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데이터3

수 있는 가치와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이어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 더욱 강화되는 바탕도 마련되었습니다.

기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
랍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 기반 정비와 함께,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경
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전(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앞으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로도 데이터·AI 산업 정책이 대한

며, 실질적인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촉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발굴

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국
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백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본
격 확산하고 국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
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데이터스토어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유

2021년 11월

통 활성화를 지원 중입니다. 또한 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해 ‘데이터 거래사’와 같은 신규 직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윤혜정

교육과정을 빠르게 개설하며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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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20년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9조 2,736억 원, 전년 대비 14.3%의
가파른 성장세 예상

2.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시장 규모
2020년(E) 기준 데이터산업 시장의 직접매출 규모는 2019년 대비 14.6% 성장한 11조
4,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데이터산업 시장의 직접매출 규모

[단위 : 억 원]

114,350

1. 전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60,523

2020년 국내 데이터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2019년 16조 8,582억 원에서 14.3% 증가한

99,748

85,728

65,642

19조 2,736억 원으로, 2016~20년 연평균 성장률(CAGR) 8.8%의 1.6배를 넘는 성장세
를 보였다.

2016

최근 5년간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2017

2018

2019

2020(E)

[단위 : 억 원]

3. 부문별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2016~2020(E) 연평균 성장률(CAGR) 8.8%

14.3% 성장

2020년 부문별 시장 규모에서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 48.6%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할 전망이다. 한편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부문은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18.3%)으로 나타났다.

192,736
2020년(E) 기준 데이터 산업 시장의 부문별 시장 규모

168,582
155,684
137,547

[단위 : 억 원]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143,530

12.8%

74,361

24,623

38.6%
2020(E)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48.6%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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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E)

93,75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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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그림으로 보는 데이터산업 동향

2020년 전 산업의 데이터직무 인력은
15만 명 규모, 전년 대비 14.8% 증가
향후 5년 내 1.2만 명 추가 인력 필요 예측

2. 데이터직무 인력 부족률
2021년 기준 향후 5년 내 국내 전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직무 인력은 1만 8,060
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5년 내 전 산업의 데이터직무별 인력 부족률은 평균 10.7%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 중 데이터개발자의 필요 인력이 6,752명(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2,880명(15.9%), 데이터분석가 2,163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1. 데이터직무 인력 현황
2020년 국내 전 산업의 데이터직무 인력 수는 총 15만 17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

2021년(E) 기준 전 산업의 데이터직무별 인력 현황 및 수요
41,976

했다. 이는 2015~20년 연평균 성장률(CAGR)인 8.4%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 중 데이

[단위 : 명]

현재 인력

전 산업 데이터직무 현재 인력: 150,177명, 필요 인력: 18,060명

필요 인력

38,440

터산업에 종사하는 데이터직무 인력은 총 10만 1,967명이며, 일반산업에 종사하는 데이
터직무 인력은 총 4만 8,210명으로 나타났다.

19,791
14,544
12,737

6,752

최근 5년간 전 산업 데이터직무 인력

[단위 : 명]

2,141
데이터
개발자

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CAGR) 8.4%

14.8% 성장

130,833

데이터
분석가

3,031
1,317
데이터
과학자

향후 5년 내 전 산업의 데이터직무 인력 부족률

150,177

데이터아키텍트

117,727
102,375

데이터
엔지니어

2,163

5.2

109,320

데이터베이스관리자

7.0

11,545

8,113
2,880
1,011
데이터
컨설턴트

1,157
데이터
기획자

639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아키텍트

[단위 : %]

데이터개발자

13.9
데이터엔지니어

9.8

데이터기획자

7.4
데이터컨설턴트

11.1

데이터분석가

14.5
데이터과학자

30.3

2016

2017

2018

2019

202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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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그림으로 보는 데이터산업 동향

국내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이슈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국내 데이터산업 이슈]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생한 국내 데이터산업 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2년 4월부터 시행

슈 1만 5,832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하며

2021년 10월 12일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데이터와 밀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따

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

라 관련 데이터산업 정책 마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

결되었다. 데이터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관련 업권인 금융권·의료계의 사

데이터 기본법은 정부 차원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 설치,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지원, 데이

업 추진 또한 급속히 진행되었다.

터 거래사 및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자산가치·권리·이동권이 보장되는 시장 조성 및 관리
기구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표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주요 내용(2021년 10월 기준)

국내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구분

1
2
3
4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정부,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2.0’ 추진

지자체, 데이터 활용한 ‘디지털·
지역 균형 뉴딜’ 정책 수립 및 실행

주요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의 생산·거래·
활용 촉진 및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 설치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총괄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보호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 제거 등 금지

데이터 가치 평가 지원 및 품질관리

데이터 가치 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업무 전담할 기관 지정

데이터 사업자 신고

데이터 거래·분석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제공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 거래, 알선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등록
및 관련 교육 제공

창업 지원, 중소기업자 특별지원

데이터 산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 및 창업자 우선 고려 및
데이터 거래, 가공 등 필요 비용 일부 지원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양성기관 지정·지원

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데이터분쟁조
정위원회’ 설치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 확대, 금융산업 등 활용 본격화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접속일: 2021.11.3.)

정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의료 혁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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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1 데이터산업 이슈 TOP5

데이터 기본법에 포함된 내용 중 데이터 이동권은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인정

D.N.A 생태계 강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바탕으로 진행

보보호법 개정안’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및 데이

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바이오·

터 자산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

축산·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한 국민의 권리 강화, 관련 법체계 정비,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4.8억 건

다. 이러한 정책 및 법적 제도 정비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구축, 데이터 댐 활용·가명정보 결합 강화, 5G 국가망 구축 및 특화망 활용 강화, AI+X 7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 융합 프로젝트 및 AI 윤리기준 마련, 지역 주력산업-AI 연계 대형 선도사업 등이 추진
될 예정이다.

이슈2. 정부,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 2.0’ 추진

[표 3] ‘디지털 뉴딜 1.0’ 주요 목표와 ‘디지털 뉴딜 2.0’ 주요 목표
항목

‘디지털 뉴딜 2.0’으로 2025년까지 49조 원 이상 투자
2021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부처는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과와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 1.0’ 추진의 성과로
는 ① 데이터 댐 확대 ② 데이터 시장 규모 16.8조 원 달성 ③ AI 학습용 데이터 191종 구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축 ④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과 데이터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 지표 순
위 상승을 밝혔다. 위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2년 ‘디지털 뉴딜 2.0’에서 데이터산업
육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2년 데이터 댐 구축사업에 디지털 뉴딜 예산의

초연결
신산업
육성

51.7%인 1조 4,642억 원을 배정하였다.
SOC
디지털화

[표 2] 디지털 뉴딜 2.0 추진 방향

디지털 뉴딜 1.0

디지털 뉴딜 2.0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

5G 등 네트워크 기반 구축

5G 특화망 등을 통해 산업 융화 강화

AI 활용 기반 구축

AI 활용을 산업·지역 전반으로 확산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스마트 의료 기반 조성

스마트 의료 성과 확산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중소·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VR·AR 산업 육성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클라우드 산업 육성

민간 주도 클라우드 산업 성장 지원

블록체인 등 시범·실증사업

블록체인 등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주요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

차세대 미래 핵심 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국토 구축

사회·산업 전 영역의 디지털 트윈 확산

취약계층 등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역주민 일상의 디지털 활용성 강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접속일: 2021.11.3.)

항목

추진 내용

1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활용 강화’

2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지역·전 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3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이슈3. 지자체, 데이터 활용한 '디지털·지역 균형 뉴딜' 정책 수립 및 시행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접속일: 2021.11.3.)

주요 시·도, 데이터 기반 ‘디지털 산업 육성’ 노력
금번에 새로 발표된 ‘디지털 뉴딜 2.0’은 2025년까지 49조 원 이상을 투자해 ① D.N.A(-

각 지자체는 ‘디지털 뉴딜 1.0’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실행

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②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③ 초연결 신산업 육성 ④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

SOC 디지털화 4가지 주요 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상북도는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세종시의 경우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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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포항은 민관협력을

[그림 1] 주요 시·도 ‘디지털 산업 육성’ 추진 성과

통한 포항형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 스마트 서울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 양재 허브 운영
• ICT 산업 생태계 활성화

경기

강원

• 지역경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 공공배달 ‘배달특급’ 플랫폼 출시

구축으로 보조금 비대면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제2차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데
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 1.0’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균
형 발전에 근거한 ‘디지털 뉴딜 2.0’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천

충북

• 수요 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통해

• 지능형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시간 감축

• 충북형 배달앱 운영

• 스타트업 파크 개소 및 기업

육성

이슈4.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 확대, 금융산업 등 활용 본격화

경북

세종

• 경북형 스마트 공장 보급 및

•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생태공장 구축 지원

(ISO 37106) 레벨 4 획득

•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판로

•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

금융위, 58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

충남

• 내포 신도시 IT클러스터

대구

(혁신창업공간+데이터센터) 구축

• 인공지능

기반 교통신호

•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타운 조성

제어로 혼잡비 24억여 원
절감 효과 창출
• 스마트웰니스규제자유특구

대전

운영

•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가심사 결과, 본허가 신청 및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
용에 대한 본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7월 5개사였던 마이데이터 본허가 및 예비허
가 사업 승인사는 10월 기준 58개사로 3개월 만에 53개사가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금융
위원회는 신속한 심사절차를 통해 매월 심사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 긴급출동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전북

• 게놈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구축 및 미래형 스마트시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련 기업들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

선도지구 조성

광주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부산

집적단지 조성 추진

•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이렇듯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본격 승인됨에 따라, 금융기관·통신사·보험사 등 관

울산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및

[그림 2] 금융업계의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남

•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R&D 센터 유치
• 온라인 농축수산물 쇼핑몰 매출 60배 성장

가족사랑 카드 발급

경남

• 공공데이터 621건 개방
• 지능형 데이터 댐 구축

제주

• 초정밀 위치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 드론 허브 도시 조성
•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 추진

보험

핀테크

카드

증권

생활밀착형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자산관리 및 마케팅

고객 정보 기반

금융 서비스

보험 개발 및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

맞춤형 증권

추천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접속일: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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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는 향후 데이터 경제 전반 활

[표 5] 의료부문 데이터 활용 정책
구분

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황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확대 추진

마이데이터 지정 업권 중에서도 은행권은 가장 다양하고 범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

• 의료 빅데이터를 공개·연결하여 의료서비스 개선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 25개 병원 및 38개 민간기업 참여, 대규모 임상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활용 추진
•
 의료 빅데이터의 2차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특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 체계화

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금융데이터를 기존 자산관리서비스에 적용하여 신용관리 및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기존 자산 관리 서비스를

2021.1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며, NH농협은행은 신용점수 조회, 맞춤상품 추천, 자산분석 등 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임시 허가

인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신약 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전망
•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통계값 추출하여 연구소·제약사·의료기
관에 정보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2021~ 2025’ 수립

[표 4] 주요 금융기업, 마이데이터 활용 계획 및 현황
기업명

활용 방안

KB국민은행

‘KB마이머니’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결합한 신용·자동차 관리 등 생활밀착 서비스

신한은행

전 금융기관의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NH농협은행

계좌 및 신용점수 조회·맞춤상품 추천, 자산 분석 등 개인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2021.6.

•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의료 혁신 본격 추진
•
 보건의료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
•
 건강보험 등 핵심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빅데이터로 만드는 ‘K ۰ Cancer’ 사업 추진
•
 2025년까지 의료데이터 중심의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표준화 및 희귀질환·암 등 100만 명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 발표
교보생명

인공지능 음성합성 기술 및 마이데이터 사업을 결합한 생애 설계 자산관리 및 재무 컨설팅

신한라이프

보험·금융·카드·증권 등 금융 거래 데이터 융합을 통한 재무 설계, 상품 분석

메리츠화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 받아 헬스케어 및 마이데이터 사업 결합

토스

2021.8.

•
 디지털 의료 핵심사업은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AI 앰뷸런스 등
•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D.N.A의 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
 AI 의료 SW 개발을 위한 데이터 댐 및 닥터앤서 2.0 데이터 공개
•
 임상·검진·사망에 이르는 데이터 연계 암 임상 네트워크 지원
* 출처: 국내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15,832건 분석(2021.1.~2021.8.)

금융기관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고도화
* 출처: 국내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15,832건 분석(2021.1 ~ 2021.8)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기업 또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질병
진단 및 치료·의료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 투자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슈5. 정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의료 혁신 본격 추진

향후 의료데이터는 검사 비용 절감, 질병 조기 발견 등 의료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정
확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추진…미래 의료 혁신 본격화
정부는 2021년 의료부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수립을

[그림 3] 의료부문 데이터 활용 분야

비롯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 임시허가 승인, 정밀의료
SW 선도계획 등 다각화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
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노엔

네이버

뉴로핏

서울아산병원

‘암 빅데이터 플랫폼’

의료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한

국제 데이터 표준 기반

활용 기반

연구 촉진을 위한

뇌 손상 치료 인공지능

‘임상시험 영상 관리

신약 개발 추진

‘데이터박스’ 서비스

솔루션 개발

시스템’

*출처: 국내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15,832건 분석(2021.1 ~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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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1 데이터산업 이슈 TOP5

해외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이슈1. 주요국, 데이터 보호법 시행 및 제정 가속화

[해외 데이터산업 이슈]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발생한 해외 데이터산업 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

슈 2만 3,850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 및 제정이 가속화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및 데이터 보호에

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이슈가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디지털 거래 증가에 따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른 ‘데이터 이동’ 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또한 미국, 중국 EU는 거대 IT 기업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글로벌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정책을 발의·

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며, 이후 중동·아프리카·북아메리카 지역 국가를 비롯해 일

시행하였다. 데이터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시장 또한 성장이 재개될 전망

본, 대한민국 등 16개 국가가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며, 자동차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다각화될 전망이다.

[그림 4] 국가별 데이터 보호법 제정 현황(2021년 9월 기준)
해외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1
2
3
4
5

주요국, 데이터 보호법 시행 및 제정 가속화

디지털 거래 증가에 따른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논의 시동

주요국, 거대 IT기업에 대한 데이터 반독점 규제 강화 추진
데이터 보호법 제정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대형 테크 기업 중심으로 성장 재개

데이터 보호법

* 출처: Data Guidance(www.dataguidance.com, 접속일: 2021.11.3.)

자율주행, 데이터 발전의 최대 수혜 기술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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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국 데이터 보호법 시행 및 제정 현황(2021년)
국가

현황

[그림 5] 국가별 데이터 이동 접근 방식

주요 내용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DPA) 시행

개인정보 수집은 소비자에게 공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이
고 필수적인 것에 한하며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접근
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 관행을 수립·
유지하여야 함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제정

데이터 보안 및 개발, 데이터 보안 시스템, 데이터 보안·보
호 의무, 정부 데이터의 보안·개방성·법적 책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 보안·보호 의무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함

EU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
(ePrivacy Regulation) 개정

전자 통신 데이터는 기밀이어야 하며 최종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 감시 및 처리는 해당 법안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모두 금지함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PPI) 개정

데이터 침해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관련 당국에 보고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적시에 알려야 함

개인데이터보호 관한 법령(Data
Privacy Decree) 초안 발표

개인데이터 규정, 개인데이터 처리, 개인데이터 보호 조
치, 개인데이터보호위원회, 개인데이터 침해 처리,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개인데이터 보호 책임을 규정함

베트남

규제 적용

조건부 규제

공개 전송

* 출처: World Bank(https://wdr2021.worldbank.org/stories/crossing-borders/, 접속일: 2021.11.3.)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적정성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은 일
개인데이터보호법안
인도네시아 (Perlindungan Data Pribadi,
PDP) 논의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 동의를 철회할 경우 이
를 삭제해야 하며 컨트롤러는 저장하고 있는 개인데이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출처: 해외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23,850건 분석(2021.1 ~ 2021.8.)

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디지털 거래 및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올해 들어 미국, 영국, 한국 등 데이터 산업 주
요 국가들과 데이터 이동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슈2. 디지털 거래 증가에 따른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논의 시동

[표 7] 미국·EU, EU·영국, EU·한국, 아세안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논의 현황(2021년)
국가

EU, 제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EUㆍ미국

•6월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 미국을 포함한 데이터 적정성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 대한 데이터 전송 제한 지침 발표

EUㆍ영국

•6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 선언
•개인데이터 전송 체제의 자유화 허용

EU・한국

•3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 선언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추가 보호 조치 없이 EU 및 유럽경제지역
(EEA)에서 한국으로의 개인데이터 전송 자유화(개인신용정보 제외) 허용

아세안

•1월 22일 ‘제1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모델 계약 조항 채택
•자발적 성격의 규제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시 법률적 효력 발생 명시

2021년 말까지 글로벌 GDP의 60%가 디지털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디지털 거래의
주된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이동 및 전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추세 속에서 2021년 6월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디지털 거래 증가 및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해 ‘제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데이터 이동에 관한 권장사항을 규정·강조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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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 주요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데이터 반독점 규제 강화 추진

기업
구글
(Google)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6월 7일 데이터보호법 위반 혐의로 2억 2,000만
유로 벌금 부과
• 경쟁사 온라인 검색 광고주 차단으로 인한 반독점 규제법 위반 혐의

디디추싱
(Didi Chuxin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위반 행위 혐의로 해당 애플리케이션 운영 금지 처분
• 중국 사이버보안관리국, 7월 4일 개인정보 수집 위반 혐의 적발

거대 IT 기업의 디지털 독점 및 권력 집중 우려 대두…규제 필요성 증가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각국에서는 데이터 보호, 콘텐츠 및 미디어 규
제, 시장 독점의 문제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을 논의·수립하고 있다.

중국 사이버보안관리국, 4월 10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80억 위안 벌금 부과
• 불공정 경쟁 및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

알리바바
(Alibaba)

유럽연합 반독점규제 기관, 4월 27일 반독점 혐의 적발
• 경쟁사 진입 제한으로 인한 유럽연합 독점금지 위반 혐의 적용

애플
(Apple)

[표 8] 주요국 빅테크 관련 규제 정책 논의 현황
국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출처: 해외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23,850건 분석(2021.1 ~ 2021.8.)

2021년 6월 11일 미국 의회, ‘빅테크 독점 권한 제재를 위한 5개 법안’ 발의
미국

•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적용
• 데이터 독점, 시장 조작, 인수합병, 플랫폼 내 불공정 경쟁, 과다한 수수료 책정 등 빅테
크의 불공정 독점 제한 및 플랫폼 독점 종식을 위한 법안

이슈4.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대형 테크 기업 중심으로 성장 재개

2021년 7월 3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빅테크 기업 및 인터넷 산업 전담 단속’ 시행
중국

•
•
•
•

반독점·부당 경쟁, 노동자 수익 보장 등 규제 강화 및 시정명령 조치
중국 내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방지 및 관련 규제 강화
데이터 안보 보장, 시장질서 교란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 추진
텐센트(Tecent) 온라인 음원 독점 판권 포기 명령

데이터센터 시장 2025년 4,321억 4,000만 달러로 성장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둔화되었던 데이터센터 시장이 글로벌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재성

2020년 12월 EU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발의
EU

•
•
•
•

장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9%를 기록하며

핵심 디지털 플랫폼의 서비스 행동 규제에 관한 디지털 산업 법안
데이터 공유·데이터 투명성·광고 및 콘텐츠 규정 포함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경쟁 및 시장 지배 제재
데이터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4,321억 4,000만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1 미국과 중국은 하이퍼스케일 및

* 출처: 해외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23,850건 분석(2021.1 ~ 2021.8.)

[그림 6] 국가별 데이터센터 수
2,670

[표 9] 거대 IT 기업 주요 규제 현황(2021년)
기업

주요 내용

아마존
(Amazon)

룩셈부르크 데이터보호 당국, 7월 16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8억 8,660만
달러 벌금 부과
•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

페이스북
(Facebook)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6월 4일 광고 시장 경쟁 왜곡 혐의로 조사 착수
• 데이터 이중독점 및 EU 시장경쟁 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미국

452

443

416

275

272

269

248

205

145

영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 출처: Statista(www.statista.com, 접속일: 2021.10.31.)

1 Research And Markets, 「Increased Investment by Cloud and Colocation Providers Drives the Global Data Center
Market」,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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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데이터센터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스마트 데이터센터 기술에 대한 글로벌 선도 지

이슈5. 자율주행, 데이터 발전의 최대 수혜 기술로 부상

위를 놓고 경쟁 중이다. 미국은 데이터센터 세금 감면 및 면세 인센티브 등 데이터센터 투
자 및 유치를 위한 신규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데이터센터
허브를 목표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데이터 시장 5년간 연평균 16.8% 성장
자동차 산업의 데이터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6.8%를 기록하며 89억

한편 최근 글로벌 IT 기업은 데이터센터의 원격 관리 전환, 친환경·고효율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기조로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937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 데이터 기술은 커넥티드 카 개발, 지능형
제조 시스템 구축, 자동차 금융 서비스, 공급망 개선 및 마케팅 솔루션 등 광범위하게 도
입되고 있다.

[표 10]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데이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추진

기업

설립 위치

페이스북
(Facebook)

미국 애리조나
미국 오리건

• 총 20억 달러 투자 규모, 기존 데이터센터 9만m2 추가 확장

구글
(Google)

미국 19개 주

• 미국 19개 주 대상으로 70억 달러 투자(데이터센터, 사무실 포함)

애플
(Apple)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 10억 달러 규모 iCloud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중국 장베이현

중국 상하이

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및 관리 규칙

• 기존 데이터센터 확장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활용

중국 남부 구이저우

알리바바
(Alibaba)

텐센트
(Tencent)

침해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사이버보안관리국(Cyber-

• 향후 5년간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 설립 4,300억 달러 투자 계획
• 노스캐롤라이나 카토바카운티 데이터센터 4억 4,800만 달러
투자 계획

중국 둥관시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동차 주행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개인 프라이버시

• 300만㎡에 8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오포
(OPPO)

테슬라
(Tesla)

주요 내용

[그림 7] 자동차 산업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메커니즘

엔진

• 총 건축면적 102,200㎡, 12만여 개 서버 보유
• 지능형 제조 데이터센터

주행보조
최적 경로 분석 내비게이션
선호 장소 제공

• 3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억 위안 규모 투자 진행

자동차 센서

위험경보
기후, 교통, 사고

텔레매틱스

• 중국 내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 처리·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차량 추적

말레이시아

• 향후 5년 동안 10억 달러 투자, 복수의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지역’ 구축 목표

인도네시아

•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경제적 효과 63억 달러, 일자리 6만 개 창출
전망

미국 시카고

• 2억 달러 투자 및 20만m2 규모 데이터센터 2개 설립
• 자사 애저(Azure) 서비스 영역 확대에 활용

인도네시아

• 데이터센터 구축(2021년 말까지 2곳 목표)

플릿 매니지먼트

사용자 장치

배터리

모니터링

연료

안정성 향상

주행거리

조기 경보

온도

충돌방지

오버라이드

위치
소셜미디어

주행보조

정보제공

사용자 분석

조기 경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음악 서비스

주유소 정보

방문자

주행경로

카 쉐어링

* 출처: UnfoldLabs(unfoldlabs.medium.com, 접속일: 2021.11.3.)

화웨이
(Huawei)

태국

• 데이터센터 구축에 2,300만 달러 투자
* 출처: 해외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23,850건 분석(2021.1 ~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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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And Markets, 「Big Data Market in the Automotive Industry - Growth, Trends, COVID-19 Impact, and
Forecasts (2021 - 2026)」,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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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여 자동차 산업 내 데이터 활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표 11] 주요 자동차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개발 현황
국가
마쓰다
(Mazda)

주요 내용
• 데이터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개발
• 스즈키(Suzuki), 스바루(Subaru), 다이하쓰(Daihatsu) 등 자동차 제조기업과 차량
통신 기술 공동 개발

메르세데스 벤츠 • 광학 스캐닝 장치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진행
(MercedesㆍBenz) • 자동화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행

BMW

•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를 통해 매일 수백만 대 차량에서 수집되는 테라바이트급 원격 측
정 데이터 처리 수행
• 수집·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 식별·신규 상품 개발 등 수요 예측 수행

포르쉐
(Porsche)

• 특수 소프트웨어 AMDA(Automated Measurement Data Analyics)를 통한 차선
변경 조기 감지 기술 개발
•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능 향상

테슬라
(Tesla)

• 내장 카메라, 초음파 센서, 레이더를 활용한 도로환경 영상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술 도입
• 고객 주행 패턴 및 주행 중 돌발상황 등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완전
자율주행 고도화

도요타
(Toyota)

•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도입 및 사물인터넷 플랫폼과의 결합 추진
* 출처: 해외 데이터 뉴스매체 발행 이슈 23,850건 분석(2021.1. ~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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