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2021

데이터산업
백서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발간사

02

Contents

142p

2장. 헬스케어분야 데이터 활용

155

2021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08

3장. 제조분야 데이터 활용

166

4장. 유통ㆍ물류분야 데이터 활용

175

5장. 광고분야 데이터 활용

186

6장. 모빌리티분야 데이터 활용

193

36

7장. 에듀테크분야 데이터 활용

205

46

8장. 농업분야 데이터 활용ㆍ비즈니스

213

9장. 데이터 동맹ㆍ제휴 현황

220

1부. 데이터 민주주의의 시대
1장. 데이터 권리의 민주화(국문 번역본)

2장.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
: 시티즌 사이언티스트와 스마트시티
3장. 데이터 경쟁의 민주화

114p

144

04

Data Sovereignty

82p

1장.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그림으로 보는 데이터산업 동향

국내 및 해외 데이터산업 이슈 TOP 5

34p

4부. 산업별 데이터 활용 현황

58
72

2부. 데이터산업 관련 주요 정책·법제도

230p

5부. 데이터산업 기술 동향
1장. AutoML 동향 그리고 대중화

232

2장. Cloud Computing

248

1장. 국내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법제도

84

3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수준 및 프레임워크

259

2장. 해외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96

4장. 안정적 AI/ML 서비스를 위한 MLOps

271

2021년 데이터산업 백서 집필진

282

해외 데이터산업 관련 법제도

102

3장.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108

3부.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장.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16

2장. 해외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130

표 목차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표 1-1-1]

마이데이터 원칙과 데이터 주권

38

[표 4-6-1]

국내 교통관련 공공데이터 플랫폼

203

[Table 1-1-1]

MyData principles and data sovereign

49

[표 4-7-1]

AIEd(AI in Education)의 세 가지 모델

209

[표 1-2-1]

지속적 지능화의 장애 요인

59

[표 4-9-1]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223

[표 1-2-2]

스마트시티데이터의 범위

68

[표 4-9-2]

2021년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동맹 주요 사례

225

[표 1-2-3]

시티데이터 거버넌스 범위

70

[표 4-9-3]

2021년 금융회사 중심 데이터동맹 주요 사례

226

[표 1-3-1]

데이터 관련 경쟁 제한 우려 사항

79

[표 4-9-4]

2021년 기타 데이터동맹

227

[표 2-2-1]

주요국 데이터 정책 현황

101

[표 5-1-1]

DataRobot의 표준 머신러닝 프로세스 참고

235

[표 5-1-2]

AutoML 제공 유형

237

[표 5-1-3]

Market Presence Metrics

244

[표 5-1-4]

Gartner Peer Insights(2021)의 Customer Reviews

245

[표 5-1-5]

AutoML 평가요소별 기능요소

246

[표 5-2-1]

컴퓨팅 환경의 변화

249

[표 5-2-2]

외국계 클라우드 국내 진출 현황

251

[표 5-2-3]

클라우드 서비스 세부 유형 분류

253

[표 5-2-4]

Managed Service(MS) 내용

254

[표 5-2-5]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성장률 전망

255

[표 5-2-6]

국내 주요 클라우드

257

[표 5-3-1]

재식별 공격 위협

260

[표 5-3-2]

비식별 처리의 유형

261

[표 5-3-3]

ADF 구성요소 요약표

266

[표 5-3-4]

주요 비식별 프레임워크의 장·단점

267

[표 5-4-1]

PSI 계산 예시

275

[표 5-4-2]

모델 학습방안 조건

278

[표 3-1-1]	국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2016-2020년(E))

119

[표 3-1-2]	국내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2016~2020년(E))

120

[표 3-1-3]	국내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2016~2020년(E))

122

[표 3-1-4]	국내 데이터산업 부문별 데이터직무 인력 현황(2016~2020년)

123

[표 3-1-5]

국내 전 산업 데이터직무별 인력 현황(2020년)

125

[표 3-1-6]

국내 주요 산업별 시장 규모 추이(2015~2019년)

128

[표 3-2-1]

유럽연합의 데이터 전문 인력 수(2017~2021년(E))

134

[표 4-1-1]

데이터 3법 주요 개정내용

146

[표 4-1-2]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비교

147

[표 4-1-3]

금융사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현황

154

[표 4-2-1]

2021년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참여현황

159

[표 4-2-2]

마이 헬스웨이 4개 분야 12개 과제

161

[표 4-2-3]

2021년 디지털 치료기기 R&D 프로젝트 공모

163

[표 4-2-4]

2021 AI융합신규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발

164

[표 4-3-1]

수집 데이터의 종류 및 특징

170

[표 4-3-2]

주조 설비 주요 관리 항목 데이터

170

[표 4-3-3]

식품가공 업종 내 육가공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 예시

172

[표 4-5-1]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변화 추이 전망

189

그림 목차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그림 1-2-1]

데이터 기반 지속적 지능화 체계

59

[그림 3-1-15]	국내 전 산업의 향후 5년 내 데이터직무 인력 부족률

127

[그림 1-2-2]

‘데이터 활용 민주화’를 통한 지속적 지능화 장애 요인 극복

60

[그림 3-1-16]	국내 전 산업의 향후 5년 내 기술등급별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 비중

128

[그림 1-2-3]

데이터팀의 역할 분산

61

[그림 3-2-1]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시장 규모(2017~2021년(E))

131

[그림 1-2-4]

데이터 카탈로그의 확장된 메타데이터 제공 범위

63

[그림 3-2-2]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기업 수(2017~2021년(E))

132

[그림 1-2-5]

Airbnb의 Dataportal, Lyft의 Amundsen

64

[그림 3-2-3]	글로벌 데이터 전문 인력 수(2017~2021년(E))

134

[그림 1-2-6]

데이터 분석 과정 자동화 영역

65

[그림 3-2-4]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효과: 직접효과(2018~2021년(E))

135

[그림 1-2-7]

비즈니스 현업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 영역

66

[그림 3-2-5]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효과: 간접 후방 효과(2018~2021년(E))

137

[그림 1-2-8]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성 예시

69

[그림 2-1-1]

디지털 뉴딜 2.0에서 신설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

87

[그림 3-2-6]	GDP 대비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효과(직접 효과+간접 후방 효과)의
비율(2019~2021년(E))

138

[그림 2-1-2]

디지털 뉴딜 1.0과 2.0의 과제 변화

88

[그림 3-2-7]	유럽연합의 중장기 데이터 시장 전망(2020~2025년(E))

139

[그림 2-1-3]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도

90

[그림 3-2-8]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2021(E)~2025년(E))

140

[그림 3-1-1]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2015~2020년(E))

117

[그림 4-1-1]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체계도

148

[그림 3-1-2]

국내 데이터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2015~2020년(E))

117

[그림 4-1-2]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149

[그림 3-1-3]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2020(E)~2026년(P))

118

[그림 4-1-3]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체계도

150

[그림 4-1-4]	금융데이터거래소 체계도

151

[그림 4-1-5]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주요 역할

152

[그림 4-1-6]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53

[그림 4-2-1]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추진 과제

156

[그림 4-2-2]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시스템(예시)

158

[그림 4-2-3]	마이헬스웨이 개념도

160

[그림 4-2-4]	디지털치료기기 판단 기준

162

[그림 4-3-1]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 형태

167

[그림 4-3-2]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가치 창출

167

[그림 4-3-3]	지능화된 미래형 공장 개념

168

[그림 4-3-4]	스마트 공장 개념

168

[그림 4-3-5]

공정흐름도 및 데이터 수집 포인트

169

[그림 4-3-6]

대시보드 화면 구성 예시

171

[그림 4-3-7]

제어구간별 전류소모량 패턴의 가시화 및 분석 화면

172

[그림 3-1-4]	국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시장 규모
(2015~2020년(E))

119

[그림 3-1-5]	국내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시장 규모
(2015~2020년(E))

120

[그림 3-1-6]	국내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시장 규모
(2015∼2020년(E))

121

[그림 3-1-7]	국내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중분류별 시장 규모 비중
(2015~2020년(E))

121

[그림 3-1-8]	국내 데이터산업 전체 인력 현황(2015~2020년)

122

[그림 3-1-9]	국내 데이터산업 인력 구성 및 데이터직무별 인력 비중(2020년)

123

[그림 3-1-10]	국내 전 산업 데이터직무 인력 현황(2015~2020년)

124

[그림 3-1-11]	국내 전 산업 데이터직무별 인력 비중(2020년)

124

[그림 3-1-12]	국내 데이터산업의 향후 5년 내 기술등급별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 비중 126
[그림 3-1-13]	국내 데이터산업의 향후 5년 내 데이터직무 인력 부족률

126

[그림 3-1-14]	국내 데이터산업/일반산업/전 산업의 향후 5년 내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 127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그림 목차

[그림 4-3-8]

제조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제 표준 가이드

174

[그림 5-1-1]

전 세계 2025년까지의 AI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 전망

233

[그림 4-4-1]

CJ대한통운, 네이버쇼핑에 풀필먼트 서비스 개시

176

[그림 5-1-2]

전 세계 자동 기계학습(Automated Machine Learning) 시장

234

[그림 4-4-2]

통합GS리테일 사업 비전

178

[그림 5-1-3]

DataRobot 모델 결과를 제공하는 리더보드 화면

236

[그림 4-4-3]

AI 알고리즘 XGBoost와 GRU를 활용한 수요 예측

180

[그림 4-4-4]

대표적인 물류 로봇

182

[그림 5-1-4]	Google Trends를 통한 AutoML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그림 4-4-5]

건물별 배송난이도 예시

184

[그림 4-4-6]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경로 자원 산정

184

[그림 4-5-1]

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지출 규모 전망치

187

[그림 4-5-2]

전 세계 유형별 디지털 광고의 분기별 투자 추이

188

[그림 4-5-3]

전 세계 광고 영역별 투자 전망: 2020 vs. 2021

[그림 4-5-4]

238

[그림 5-1-5]	오픈소스 - Auto sklearn, Auto WEKA, TPOT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239
[그림 5-1-6]	스타트업 - DataRobot, Dataiku, H2O.ai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239

188

[그림 5-1-7]	거대테크 - MS Azure, Google, AWS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
(2015.7.1. ~ 2021.7.16.)

240

국내 광고시장 매출액 비중(2020년(E))

189

[그림 5-1-8]	AutoML의 영향력

241

[그림 4-5-5]

2020년 12월 기준 온라인 동영상 광고비(좌측) 및 추이(우측)

190

[그림 5-1-9]	Targetbase(2018)의 Automation 평가

243

[그림 4-5-6]

네이버 게시글 수 추이(2003~2020년)

191

[그림 5-1-10]	AutoML 솔루션 새로운 흐름

243

[그림 4-5-7]

메타버스 수익모델의 진화 단계

192

[그림 5-2-1]	클라우드 사업구조

250

[그림 4-6-1]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vs. 인간 운전자 수준 비교

196

[그림 5-2-2] 	클라우드 생태계 Value Chain

250

[그림 4-6-2]

자율주행 데이터 소스 및 인공지능 적용 절차

197

[그림 4-6-3]

차량 데이터의 잠재적 수익과 시장진입 속도에 따른 서비스 유형 분류

200

[그림 5-2-3]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별 매출 및 성장률, 매출 대비 비중
(2020)

252

[그림 4-6-4]

카페이먼트 에코시스템

202

[그림 5-2-4]	클라우드 시장 규모 전망

255

[그림 4-7-1]

글로벌 교육 분야 에듀테크 지출 규모(2020~2025년)

206

[그림 5-2-5]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전망

256

[그림 4-7-2]

글로벌 교육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의 성장

207

[그림 5-2-6]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서비스별 비중

256

[그림 4-7-3]

1965년에 출시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플라토(PLATO)

209

[그림 5-2-7]	국내 업종별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현황

257

[그림 4-7-4]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가능한 데이터 모델

211

[그림 5-2-8]	국내 업무별 클라우드 사용 현황

257

[그림 4-7-5]

Open Edx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상호작용 관계

212

[그림 5-3-1]	Identifiability Continuum의 개념적 5단계 모델

263

[그림 5-3-2]	ADF Workflow

265

[그림 4-8-1]	목화 종자에 인디고 애그리컬처의 미생물 코팅 기술 적용
(왼쪽: 인디고종자)

214

[그림 5-3-3]	국내 데이터 상황 분류도

268

[그림 4-8-2]

아쿠아바이트 수중 카메라(데이터 인식) 및 빅데이터 활용

214

[그림 5-4-1]	ML코드를 포함한 실제 ML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272

[그림 4-8-3]

스막텍의 최적 사육 관리 시스템

215

[그림 5-4-2]	드리프트 모니터링 예시

275

[그림 4-8-4]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온실 공간과 IoT 센서 설치 중인 디지로그팀

216

[그림 5-4-3]	챌린저 모델의 정확도 모니터링 예시

277

데이터 민주주의의 시대

제1장.
데이터 권리의 민주화(국문 번역본)
Data Sovereignty

제2장.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
: 시티즌 사이언티스트와 스마트시티

제3장.
데이터 경쟁의 민주화

1부. 데이터 민주주의의 시대

한다. 따라서, 정보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프라는 사용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 요구

제1장.
데이터 권리의 민주화

마이데이터 글로벌 리더십 팀 공저
대표저자: 비비 라티노야

1

사항 및 이익에 기초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데이터 주권을 민족 국가(또는 EU
의 경우, 민족 국가 집합)와 지리적 영역에서의 최고 권위라는 관점인 전통적 주권의 기본 개
념을 확장한다.2
이 장에서는 주권의 다른 개념을 논하고자 한다. 최고 우위, 권위, 영토권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고, 영토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본 장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MyData Global로서 우리는 개인 및 다수에 의해 생성된 개인데이터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 주권을 자신에게 특정한 디지털 영역에 관한 개인의 최고 권한으로 정의한다. 우리
는 MyData Global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데이터 주권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1부에서는 마이
데이터 원칙을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의와 연결짓는다. 2부에서는 개인데이터 주권의 다양한 측면

주권이란 ‘디지털 영역(domain)이라고 정의된 곳에서의 최고의 권한’을 의미하고, 국가나 지
역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 데이터 주권 개념은 행위자(개인, 그룹, 조직 및 기관)에
속한 것으로 그들의 물리적 위치나 현재 관할권과 관계없이 그들 자신에 의해, 그리고 그들
자신에 대해 생성된 데이터 주권을 나타낸다.

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한다.

MyData Global3은 개인 혹은 다수에 의해 그리고 그들에 대해 생성된 데이터에 가장 관
심이 많다. 이는 이 장에서 논의하는 데이터 주권이 조직과 기관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영토의 데이터 주권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지
만 여기서 언급한 일부 사항이 해당 논의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전통적 주권 vs. 데이터 주권

본 장의 목적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데이터 주권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
로 데이터 주권의 ‘행사’와 ‘소유’다. 즉,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과 이를 ‘올바르게’ 하는

데이터 주권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EU집행위원회의 데이터 전략(2020.2)에서

방법에 대한 비전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후자로 시작해서, 전자에 대해 논하고, 결론에서는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

데이터 주권을 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이터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

러한 유형의 주권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해석은 데이터 현지화 및 지역 보호주의로부터 경제

언을 제공한다.

적 및 지정학적 야심(ambition),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자기 결정이라는 기본 디지털
인권 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해석의 공통점은 정확성은 차치하고 기술,
정보, 디지털 또는 데이터 주권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이 새로운 종류의 주권을 지리적 영토

2. 데이터 주권의 정의, 마이데이터 원칙과의 연관성 및 제약성

라는 전통적 주권 개념의 측면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데이터 주권의 정의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에 대한 최고 권한’으로 이해되고, 전통적으로 영토 또는 일반적
으로 국가와 관련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최고의 정당성에 관련된 정치 이론의 영역이었

데이터 주권은 특정한 디지털 영역(domain)과 관련된 개인의 최고 권위라고 정의된다.

다(Philpott, 2020). EU가 주도하는 ‘유럽 기술 주권’에 관하여 EU에서 야기된 논의에서는
주권을 전통적인 국가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날로그 세계에서 그려지는 국경에 한정

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탈식민 국가들의 토착 인구와 관련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국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뚜렷한

된 주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국가의 경계가 그려진다는 것을 의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전통적이고 지리적으로 묘사되는 데이터 주권 개념
이 특별히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참조 예: Rainie et al., 2017). 토착 인구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이하에
서 설명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의를 구축할 때 발견되는 유사한 전통적 주권 개념의 연장 내용과 관련이 있다.
3

1 위 원고는 해외 집필진의 영문 저작물을 국내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46쪽

가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로컬 허브가 설립됐다. MyData Global 조직이 설립돼
마이데이터 사상과 표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영문 원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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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ata Global은 유럽이 중심으로 2018년 10월에 설립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6개 대륙에서 25개 로컬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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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장 데이터 권리의 민주화

권위란 의미는 단순히 강제력이 아니라 권리, 즉, 행사하고, 그에 따라 지켜야 할 권리로

마이데이터 원칙

이해되어야 한다(Wolff, 1970). 따라서 권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최고 우위란 의미는 디지털 주권 영역과 관련하여 개인의 주권이 모든 것(국가 포
투명성과 책임

함)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에게 특정한 디지털 영역이란 의미는 해당 개인에 의해 또는 개인에 대해 생성된 데
이터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의 측면은 영역 기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구
별되는 것인데, 이 장에서는 그 논의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리적 영역이 아

상호운용성

닌 개인을 데이터 주권의 통합 지점이자 범위를 정하는 요소로 사용하면, 사람들과 그들에
관한 데이터가 지리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생각할

주요 내용

데이터 주권과의 연관성

개인데이터를 사용하는 조직은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공지해야 하며, 공지한 것을 준수해야
함. 그들은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발
생한 의도된 결과뿐 아니라 보안사고 등 의도하지 않
은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은 그들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있음

데이터 주권은 개인데이터 사용의 합법성
이 항상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는 개인 또
는 집단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 조직
이 개인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자
격에 대한 투명성과 해당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은 데이터 주권 존중을
보장하는 데 필요

상호운용의 목적은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에 종속되는
데이터 락인효과(lock-in)의 가능성을 제거함과 동시
에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데이터
가 이동할 때 생기는 마찰을 줄이는 것임. 상호운용성
은 업무 관행의 일반화 및 기술 표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외부의 간
섭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 상호운용성은
기술 또는 다른 장벽 없이 사용할 도구와
협력 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원
하는 원칙

수 있을 것이다.

다. 데이터 주권의 2가지 제약 요소
나. 마이데이터 원칙 및 데이터 주권과의 연관성

전통적으로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영토 내의 모든 사항들

MyData Global은 2017년에 6가지 마이데이터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유지해왔다. 아

에 제약 없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4. 그러나 데이터 주권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상호
연결된 디지털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의 권위가 절대적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당

래 표는 그 원칙이 앞에서 정의된 데이터 주권의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신과 다른 사람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거나 혹은 공개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바로 한 명 이
[표 1-1-1] 마이데이터 원칙과 데이터 주권
마이데이터 원칙

주요 내용

상의 개인과 관련된 개인데이터의 전형적인 예이며, 그 사항은 두 사람 모두의 권위에 종속된
데이터 주권과의 연관성

다. 사실, 우리에 대해 생성된 대부분의 개인데이터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 및 정부와 같은 데

개인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개인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부여받아야 함. 누가 자신의 데이
터에 접근하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
는지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도구와 방법 제공 필요

데이터 주권은 개인 및 그룹의 자기 결정
권, 자율성 및 자신에 대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

구심점으로서의
개인

개인데이터가 다양해지면서 발생되는 가치가 큰 폭으
로 상승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협 또한 비례하
여 증대.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상호 참
조가 일어나는 허브가 된다면 해결 가능

데이터 주권은 개인(또는 사람들의 집단)
을 그들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 대신에
주권이 유지되고 행사되는 영역을 정의
하는 요소로 여기는 것을 의미

개인의
주도권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는,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개
인을 단순히 서비스나 응용프로그램의 고객 혹은 사
용자로 여기면 안 됨.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행위자
로 인식할 필요 있음. 또한 개인은 행동권과 주도권을
가져야 함

데이터 주권은 개인과 집단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이
터 생태계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
로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함

개인데이터의 이동권은 개인이 그들 자신의 목적이나
다른 서비스에 있어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며, 폐쇄된 사일로(silo)에서의 데이터를 재
사용이 가능한 자원의 데이터로의 변화를 이끄는 열
쇠임.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로서
만 존재하면 안 되며, 실질적인 수단과 결합해야 함

데이터 주권 행사의 중요한 측면은 자신
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연결하며,
재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자 수단임

인간 중심적
통제

데이터 이동권:
접근 및 재사용

이터 권리 보유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여기에서의 데이터 주권의 의미는 정의된 디지털 영역 내에서 즉, 개인에 의해 또는
개인에 대해 생성된 데이터와 개인과 관련된 보유되고, 행사되는 무언가를 말하는 동시에,
외부의 인정과 존중에 의존하며 또한 그러한 인정 및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무언가라고 말해
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주권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본
특권 또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기본 특권이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보
편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제약 요소(데이터 주권의 비절대성과 데이터 주권자의 기본 특권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를 고려할 때, 데이터 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권 국가들로 구
성된 세계의 주권 시스템처럼 상당히 많은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
개인데이터는 공유되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와 결합될 때 그 가치와 유용성이 더욱 증대된

4

전통적인 영토 주권조차도 점차 절대적이지 않게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UN, EU,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구
성원인 국가들은 초국가적 기관에 일부 권한을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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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개인데이터의 잠재적인 이익을 활용하려면 주권을 갖는 단체, 사람들, 집단이 협

3. 데이터 주권 관련 사례(사업)

력하고, 그 자원을 같이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 정책 결정, 정부 당국의 의
사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공유 거버넌스 확보와 그 거버넌스의 이행 약속이 필요하다. 이때 좋은 데이터 거버넌스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개인데이터 주권의 다양한 측면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려는 일부 진행
중인 주요 활동들에 대해 활동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설명한다.

자신에 대한 데이터 주권을 기본 원칙으로 여긴다. 주권 국가가 EU나 UN과 같은 초국가적 프
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협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을 갖는 개인과 그룹은 데이터 협업 또

가. Findy

는 데이터 중개자 네트워크와 같은 공통 거버넌스 구조를 준수하고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다.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와 회
색 경제와 싸우는 현재의 방법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

라. 데이터 주권의 적용 사례

기도 하다. 익명화된 개인데이터의 자동화 및 실시간 사용을 통해 서비스 수준과 생산성을

개인데이터 주권은 MyData Global이 마이데이터 선언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래 세계의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주된 이유는 인터넷이 ID 계층 없

핵심적 구성 요소이다. 현행 데이터 사용 패러다임이나 그로 인한 이익이 사람과 조직들 간

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의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에 의해 분배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사람과

자기주권 ID(Self-Sovereign Identity, SSI) 운동은 개방형 표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

집단이 원칙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갖고 실제로 해당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증하

하고, 개별 사용자에게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oIP 재단(Trust over IP

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데이터 주권의 실제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Foundation)이 표준화 작업의 대부분을 관리ㆍ운영하지만, 다른 조직들도 이에 관련되
어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례 1: 데이터 주권으로 가능해진 데이터 기부

Findy(https://findy.fi/en/)도 그러한 예다.

데이터 주권은 사회(구성원들)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개인데이터의 공유와 기여를 위해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과 같은 경우 특히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감이 높아진다.
사람과 집단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식은 연구원과 의사 결정자를 돕기 위해 개인(건
강)데이터를 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부는 사람들이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고, 데이터를
원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Findy 협동조합은 e-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의 진본성(authenticity)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으로 범용, 공유, 보안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 비영리 단체이다. 혁신적이
고, 실용적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데이터 구동 서비스는 민간과 공공 부문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간-공공 협력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여겨진다.

사례 2: 직원 데이터 주권
데이터 주권은 직원과 고객에 대한 데이터 사용의 책임이 있는 회사에도 중요하다. 직원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면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직원 데이터 주권이란 직원이 자신과 자신의 성과에 대해 모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직원 데이터 주권을 통해 직원이 사내에서 맞춤형 경력 서비스를 제공받거
나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결과적으로 해당 고용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Findy의 몇몇 회원들은 MyData Global이 추진한 마이데이터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강
력한 지지자였다. 개인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기 결정과 개인데이터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이데이터 선언과 그 목표의 추진을 위해서는 실용적 솔루
션이 필요하다.
Findy의 임무는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사례 3: 데이터 주권에 대한 확신을 향한 센스메이킹5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려면 데이터 생태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이해와 능력은 집단적 센스메이킹에
서 발생할 수 있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
다는 자신감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주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그것을 자신감
있게 행사하기 위해 주변의 생태계와 경제를 공동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ID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은 이제 특정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락인효과(Lock-in)를 지양하면서 모든 시민과 조직
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탈중앙화된 신뢰 네트워크와 ID 지갑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Findy 협동조합 구성원의 목표는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에 공

5 센스메이킹이란 환경의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을 파악 및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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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은 상호운용 가능하고, 세분화된 개인데이터를 통해 기존 시스

동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Findy는 2021년 6월 3일에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유럽 디지털 ID 프레임워크를 환

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하려 하는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솔루션이 제

영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발병이 잦아질 경우 이러한 솔루션은 지속가능하도록 확장 및 축소할
1. 자기 주권 데이터 관리: 사용자는 자신의 ID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스

수 있어야 한다.
MyData Global은 오픈소스의 확장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인 ICAWAS(Individual

스로 제어한다.
2. 투명성: 누가 데이터를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 항상 명확해야 한다.

Centric Advisory and Warning Services)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신

3. 지역 전체에서의 구현을 위한 상호운용성: 각 회원국은 ID 지갑 구현을 위한 각자의 접

기술을 통합하여 주요 (기존) 데이터 중개자들에게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고, 발병 직후 바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근 방식을 선택하지만 서로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Findy는 ToIP 재단의 디지털 신뢰 아키텍처를 위한 모델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고, 몇 년

1. 데이터 중개자(Data Intermediary)는 ID 관리, 동의 관리, 데이터 전송 등을 담당한다.

동안 검증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자기 주권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연구해 왔다. Findy는

그리고 이는 솔루션의 중추를 구성하는 개인데이터 저장소 및 거버넌스에 의해 보완된

상호 합의된 책임과 규칙을 이행하려는 모든 조직들에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

다. 개인데이터 공유 솔루션이 확장됨에 따라 데이터 중개자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ndy의 실제 경험은 유럽을 넘어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주권 원칙에 기반한
공유를 통해 프라이버시, 서비스 수준, 생산성, 부문 간 및 국가 간 상호운용성, 범죄 억제 관

2. 지능형 개인 비서(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는 개인의 데이터 및 건강 지식 수준

련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에 따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개인이 상황에 맞는 전염병 정보의 특정 값

(Reed and Preukshat(2021) pp. 58-82).

(value)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며, 또한 개인이
그들의 개인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나. MyData4Pandemics

3. 인구데이터 커먼즈(공유자원)(Population Data Commons)는 인구 수준에서 개인들
6

이 공유하는 정보를 통합한다. 데이터 커먼즈에서 운영 부문을 도출함으로써 정부 당

코로나19는 2021년 가을까지 통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SARS-CoV-2보

국은 NPI를 정기적으로 정의하고, 모니터링하며 개선할 수 있다.

다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발병을 예측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시 의료적 대응
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의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에는 팬데믹의 발생 시점부터 생성되고, 이동의 안전성 증

격리와 같은 비약물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노동자 및 모든 인구에 대한 감염 위험, 감염 및 면역 검사 또

사회 생활, 교육, 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는 백신접종 증거 등 다양한 유형의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 있다.

NPI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과 가장 잘 문서화된 최신 개인데이터
를 통해 조정해나가야 한다. 현재의 감염병 감시 시스템은 익명화된 인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때 당국이 개인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공익이란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

ICAWAS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사람, 민간, 공공부문/당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 주요 데
이터 중개자 또는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에 배포되어야 한다.

7

능성이 있다 . MyData Global이 조직한 MyData4Pandemics 내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하고,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
되는 것을 확인하며, 상황에 맞는 정보와 상황에 따른 제어 패스(QR 코드)를 통해 권

6 IPBES(2020), 세계보건기구(2018)
7 세계보건기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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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작업 중이며, 국제적 인간 중심의 스킬 데이터 공간을 위한 길을

한이 부여된다.
• 민간 부문은 감염 및 건강 위험을 제한하면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들 정보의 프

닦고 있다. Skills Alliance는 이러한 인간 중심의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솔루션 및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모델은 동일한

라이버시가 보호된다.
• 공공부문/당국은 고품질의 최신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을 갖게 되며, 의료 시스템,

인프라 및 거버넌스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는 세계 전역의 데이터 공유 활동을 통합

경제, 사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과 관련된 적절한 NPI를 정의하거나 조정할 수

한다. 회원들은 매달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비전을 구현

있다.

하기 위해 쌍방향 워크숍에서 공동작업을 한다. 그 조직의 하위 워킹그룹에서는 거버넌스,
스킬, 비즈니스, 사용 사례 등 다양한 트랙을 통해 지속적인 작업을 한다.

실제로 모든 기술이 존재하지만, 팬데믹의 특정 필요에 맞게 통합되고 맞춤화되어야 한

유럽에서 Skills Alliance는 EU집행위원회와 유럽 스킬 데이터 공간 구축에 대해 긴밀하게

다. ID, 거주지, 이동성, 고용과 같은 핵심 데이터는 일반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데이터 중개

협력하고 있으며, 스킬 데이터 공간 구축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증상, 치료, 검사, 백신 접종에 대한 의료데이터는 팬데믹

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이 유럽 스킬 데이터 공간 구축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스킬 및 교육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국 공공·민간 인프라인 Prometheus가

에 따라 특별하게 취급된다.

관련 시스템의 국제 협력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Skills Alliance와 협력하고 있다.

다. Skills Alliance

현재 보다 많은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Skills Alliance는 이러한 생태계를 통합하

Skills Alliance는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인간 중심 표준의 조정, 거버넌스,

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이 각자의 스킬 데이터로 자기

실험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NewGovernance의 중심 활동이다. 이 조직은 사람들의 스킬

계발 및 전문성 개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을 강화(skill up)하고, 교육·기술·고용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시작되었다.
스킬과 직업이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적절한 훈련과 직업이 적절할 때에 제
안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스킬업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세계 12
억 명의 사람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했다. 위기에 처한 영역에서 수요가 많은 영역으로 스킬
을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의 실업 기간이 단축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습 결함
을 감지하고, 각 학생에게 맞도록 학습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그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개인 서비스가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개인들만이 자신의 동의를 통
해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수 있고, 자신의 스킬 데이터가 교육이나 고용에 사용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스킬과 교육 관련 기관들(프랑스 교육부, 프랑스 노동부, 스
웨덴 고용청, 핀란드 국가고용국, 헤이크 대학, 소르본 대학, 스탠퍼드 대학, 후지쓰, 비전스,
HeadAI, Vastuu Group, MyData Global 등)이 세계 전역에서 모여 Skills Alliance를 구성
하고 있다.
Skills Alliance의 회원들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스킬 데이터 이동성의 기회를 활용하
고 싶어하고, 현재는 공통 표준을 통해 인간 중심 스킬 데이터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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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데이터 민주주의의 시대

sovereignty that is geographic territoriality.

제1장.
Data Sovereignty

Co-Author: MyData Global Leadership Team
Lead Author: Viivi Lähteenoja
8

Sovereignty is generally understood as “supreme authority in a territory” and
has traditionally been the domain of political theory regarding the most superior
legitimacy to wield power with respect to territories or, usually, states (Philpott
2020). Discussions inspired by the EU’s commitment to “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usually take this sovereignty to be of the traditional, nation-based

As MyData Global, we are most concerned with personal data generated by and about

kind, while emphasizing that the analogue world is no longer the only dimension

individuals and groups of people. In this paper, we define data sovereignty as the supreme

in which the citizens of nations exist and function while subject to their nation

authority of a person concerning the digital domain particular to them. We highlight two
aspects of data sovereignty as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MyData Global: what it means
to exercise it and what it means to have it. In Part 1, we relate the MyData principles to our
definition of data sovereignty. In Part 2, we describe ongoing initiatives seeking to realize and

state’s sovereign authority: they are also active in the digital realm. Consequently,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as well as information and data, ought to be
governed by and aligned with the laws, needs, and interests of that state in which
their user is. This is a kind of extension of the basic concept of sovereignty which

concretize different aspects of personal data sovereignty.

conceives of it in terms of nation states (or, in the case of the EU, a collection of
nation states) and their supreme authority in a geographical territory.9
In this chapter, we discuss a different concept of sovereignty. Taking the
traditional definition’s elements of supremacy, authority, and territoriality, we

1. Introduction

substitute the last entirely. Data sovereignty, in our definition in this chapter,
means “supreme authority in a defined digital space” and makes no reference to

Data sovereignty, while not an entirely new concept, has gained recent

states or geographies. This concept of data sovereignty refers to actors–individuals,

attention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ata strategy and

group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regardless of their physical location or

its use of the term “technological sovereignty” (European Commission 2020).

present jurisdiction, and their sovereignty over the data generated by and about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and motivation behind, this kind of sovereignty

themselves–regardless of that data’s physical location or present jurisdiction.

have ranged from data localization and regional protectionism to economic

As MyData Global (mydata.org), we are most concerned with personal data

and geopolitical ambition and again to the defense of basic digital human

generated by and about individuals and groups of people. This is not to say,

rights of privacy and digital self-determination. What’s common to all of these

however, that data sovereignty as we discuss it here cannot be fruitfully applied

interpretations, without commenting on their accuracy, is that they conceive of

also to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ho generate data and about which data is

this new kind of sovereignty–variously called technological, information, digital,
or data sovereignty–in terms of the basic element of traditional definitions of
9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a special use of the traditional, geographically delineated data sovereignty has
emerged that specifically addresses data related to indigenous populations in and between postcolonial states
and, more broadly, groups of people with a salient identity not defined along the same lines as the borders

8 1부 1장은 해외 집필진의 영문 저작물로 국내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국문 번역본을 수록하였습니다. 국문 번역본은 36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between states; cf. e.g., (Rainie et al. 2017). These conceptions of indigenous data sovereignty rely on some of
the same observations that we do in building our definition of data sovereignty, described below.

46

47

제1부. 제1장 Data Sovereignty

generated. But they are not our focus here. Similarly, while we do not here discuss

data about them–are not strictly geographically bound.

the data sovereignty of states or territories, we are confident that some of the

B. MyData principles and data sovereignty

points made here can also inform that discussion.
Our objective in this chapter is to highlight two aspects of data sovereignty as
we understand it: what it means to exercise it and what it means to have it. In

MyData Global maintains the MyData declaration, first published in 2017,
which describes the six MyData principles. The table below describes how

other words, we outline our vision of how to make data sovereignty happen, and
how to make it right. We begin with the latter and continue to the former before
concluding with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data professionals in any capacity

[Table 1-1-1] MyData principles and data sovereign
MyData Principle

Description

Human-centric
control

Individuals should be empowered actors in
the management of their personal lives both
online and offline.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the practical means to understand and
effectively control who has access to data
about them and how it is used and shared.

Data sovereignty means people’s and
group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utonomy, and control over personal
data about themselves.

Individual as
the point of
integration

The value of personal data grows exponentially
with their diversity; however, so does the
threat to privacy. This contradiction can
be solved if individuals become the “hubs”
where, or through which, cross-referencing
of personal data happens.

Data sovereignty means taking the
individual person (or a group of
people) as the defining element of the
realm over which sovereignty is held
and exercised instead of the state or
other geography in which they are.

Individual
empowerment

In a data-driven society, as in any society,
individuals should not just be seen as
customers or users of pre-defined services
and applications. They should be considered
free and autonomous agents, capable of
setting and pursuing their own goals. They
should have agency and initiative.

Data sovereignty is something that
people and groups not only (should)
have, but also something that
can exercise as agents and active
participants in data ecosystems.

Portability:
access and
re-use

The portability of personal data, that allows
individuals to obtain and reuse their personal
data for their own purposes and across
different services, is the key to make the
shift from data in closed silos to data which
become reusable resources. Data portability
should not be merely a legal right, but
combined with practical means.

An important aspect of exercising
data sovereignty is the right and,
importantly, the means to access,
port, and reuse data about oneself.

Organizations that use a person’s data
should say what they do with them and
why, and should do what they say. They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intended,
as well as unintended, consequences of
holding and using personal dat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urity incidents, and
allow individuals to call them out on this
responsibility.

Data sovereignty means that the
legitimacy of personal data use is
always derived from the person or
group about whom that data exists.
Transparency over where
organizations derive the right to use
personal data and the ability to hold
those organizations accountable
are necessary for ensuring data
sovereignty is respected.

to take steps toward data sovereignty.

2. Make it right
A. Our definition of data sovereignty
Data sovereignty is understood here as the supreme authority of a person with
regard to the digital domain particular to them.

Authority must be conceived of not merely as coercive power but as a right: the
right to command and correlatively the right to be obeyed (Wolff 1970). Authority
must therefore also be understood as legitimate, i.e., as deriving from some
mutually acknowledged source of legitimacy such as a body of law.
Supremacy, on the other hand, signals that other authorities with regard to this
digital domain of sovereignty are subordinate to the sovereignty of the person
themselves.
Finally, the digital domain particular to a person is defined as data generated by
or about that individual person. This aspect of our definition is what sets it apart
from the usual discourse on territorial data sovereignty and, we hope, also sheds
new light on that discourse. Using the individual, as opposed to a geographical
region, as the point of integration and the limiting factor for data sovereign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llows us to think more flexibly about our current situation in which peopl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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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ata Principle

Description

Interoperability

The purpose of interoperability is to decrease
friction in the data flow from data sources
to data using services, while eliminating
the possibilities of data lock-in. It should be
achieved by continuously driving towards
common business practices and technical
standards.

prerogatives, it is clear that data sovereignty, like any system of sovereign entities

Relevance to data sovereignty
Data sovereignty means freedom
from external interference in
its exercise. Interoperability is a
principle that support this freedom
to choose the tools to use and the
actors to collaborate with, without
technological or other barriers.

like the world of sovereign states we live in, involves a great deal of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value and utility of an individual's personal data is multiplied when it is
shared and when it’s combined with other people’s data. In order to tap into this
potential benefit from personal data, it is therefore critical that sovereign entities,
people and groups, are able to cooperate and pool their resources. Benefits from

C. The limits of data sovereignty

such cooperation include support for research, policy making and authorities’

Sovereignty is traditionally conceived of as something absolute, and by absolute

decision making. Such cooperation, in turn, requires shared governance and

it is meant extending to all matters within a territory unconditionally.10 In the

shared commitment to that governance. Good data governance, then, takes

case of data sovereignty, however, it is clear that this cannot be the case. In the

people’s sovereignty over data about themselves as a foundational principle.

interconnected digital realm, it is inconceivable that any person’s authority could

Just like sovereign states collaborate within and by committing to supranational

be absolute in this sense. My right to object to appearing in a photo you took of

frameworks like the EU and the UN, sovereign individuals and groups can abide

us and wish to publish is a classic example of personal data that is about more

by and commit to common governance structures such as data collaboratives or

than just one individual and subject to authority by the both of us. In fact, it can be

networks of data intermediaries.

argued that most of the personal data generated about us is through interaction:
either with other people or other data rights holders, such as companies and

D. Why is this important

governments.

Data sovereignty of people and groups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future

Secondly, it is also imperative to speak of data sovereignty here as something

world we, as MyData Global, want to see become real and which is described in

that is not only something held and exercised within a defined digital domain, i.e.,

the MyData declaration. The current paradigm of data use and how its benefits

with regard to data generated by and about a person, but also as something that

are distributed, with its asymmetries of power between people and organizations,

both depends on and demands external recognition and respect. Data sovereignty,

is not sustainable or fair. Work is needed to ensure that people and groups have

as we conceive of it here, means the freedom of external influence on its basic

data sovereignty in principle and that they are empowered to exercise that data

prerogatives or exclusive rights. But what exactly those basic prerogatives are is a

sovereignty in practice. Thus far we have focused on what data sovereignty is, next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universally.

we give some examples of what having and exercising it might mean in differ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se twin factors, the non-absoluteness of data

case examples.

sovereignty and the indefiniteness of what constitutes a data sovereign’s basic

10 It is worth noting that even traditional, territorial sovereignt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non-absolute. The
states that are a part of the UN, the EU,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so on also yield some authority to
those supran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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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service levels and productivity with automation and real time use of both

Case 1: Data donation enabled by data sovereignty

personalized and anonymised data.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the internet

Data Sovereignty is critical for sharing and donation of personal data to benefit society
– and therefore its members as individuals. In some cases, such as the pandemic we
are now experiencing, there is an especially heightened sense of the individual’s duty
towards their community and society. One mechanism for people and groups to fulfill
this duty is to donate personal (health) data to aid researchers and decision makers.
This kind of donation is made possible when people are able to exercise their data
sovereignty and put data to use for a purpose they choose.

was built without an identity layer.
The Self-sovereign Identity (SSI) initiative is aiming at solving this with
open standards and to shift the control to the individual user. Much of the
standardization work is organised by the Trust over IP Foundation (https://
trustoverip.org) but also several others are involved.

Case 2: Employee data sovereignty

Several programmes have already taken this approach. Findy (https://findy.fi/

Data sovereignty is also important to companie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use of
data about their employees as well as customers. Ethical use of employee data can be
an advantage in attracting talent and therefore increasing innova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Employee data sovereignty means giving employees access to the data
gathered about them and their performance, and could enable offering tailored career
services in-house or employees making use of third-party services to benefit themselves
and so their employers.

en/) is briefly described below.
The Findy Cooperative is a public-private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develops a general-purpose, shared and secure data network with the target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information required in e-services.
The public-private aspect is seen as central as Innovative, practical and socially

Case 3: Sensemaking toward confidence with data sovereignty

impactful data-driven services can only be realized through close cooperation

Individual exercise of their data sovereignty requires a certain understanding of how
data ecosystems and economies function and the ability to navigate within them.
This kind of understanding and ability can result from collective sensemaking and will
contribute towards the confidence to exercise one’s data sovereignty in ways which
benefit oneself and one’s communities. Data sovereignty requires people and groups
who have data sovereignty to make sense of the ecosystems and economies around
them collectively and continuously in order to exercise that data sovereignty with
confide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Several members of Findy have been strong proponents of the MyData
movement since its inception. The MyData declaration and its aims to improve
citizens’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data and their ability to benefit
from it need practical solutions.
Findy’s task is to develop these and empower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manage and control their wide identity data in a privacy-protecting way. The

2. Make it happen

technology developments have now paved the way for establishing new types of
decentralized trust networks and identity wallets for all citizens and organizations

This second part of this chapter contains self-descriptions of some ongoing
initiatives that seek to realize and concretize different aspects of personal data
sovereignty.

while avoiding vendor lock-in. The Findy cooperative members aim at jointly
contributing to an eth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ata economy.
Findy welcomes the framework for a European Digital Identity proposed by the

A. Findy

European Commission on 3 June 2021. The key principles are:

The present ways to protect data and privacy and make data available to
citizens and to fight fraud and grey economy are very costly and difficult for both

1. Self-sovereign data control: users will themselves control who has access to

users and service providers. The same goes when exercising data sovereign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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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parency: it should always be clear to the user who is processing their
data and under which conditions.

solutions are possible: we need to empower citizens to become responsible actors,
willing to share their data to complement existing systems with interoperable,

3. Broad interoperability across local implementations: each member state

granular, personal data. This requires that individuals are provided with solutions

will choose their own approach for implementing wallets, but they must be

enabling them to control their data in trust. In addition, as outbreaks come and

interoperable with each other.

go, these solutions must be able to scale up and down to be sustainable.
We propose to develop open-source, scalable, digital services–Individual

Findy is building on the Trust over IP Foundation model for digital trust

Centric Advisory and Warning Services (ICAWAS)–integrating different emerging

architecture and has been working on a self-sovereign principle-based approach

technologies that can rapidly be deployed on top of (existing) Data Intermediaries

for sharing verified data for several years. Findy is open to participation by all

and deliver value soon after onset of an outbreak.

organizations that commit to jointly agreed responsibilities and rules.
Findy’s practical experience should be used in Europe and beyond as the

1. The

Data Intermediary includes identity management, consent management,

benefits of making data available for citizens with self-sovereign controlled sharing

data transfer. It is complemented by Personal Data Stores and Governance,

both for privacy, service levels, productivity (customers pay all the costs), cross-

forming the backbone of the solution; it is expected that Data Intermediaries

sector and cross-country interoperability and crime mitigation are so massive (as

will increasingly be in place as personal data sharing solutions are expanding.

outlined in (Reed and Preukshat 2021) pp. 58-82).

2. The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adapts to the level of data and health
literacy of individuals; it helps them to access pandemic information of

B. MyData for Pandemics

specific value for their context, manages their data in trust, and incentivizes

While COVID-19 might be under control by autumn 2021, experts.11 predict

them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own personal data profile.

new outbreaks, more lethal, more contagious than SARS-CoV-2. The first priority

3. The Population Data Commons consolidates information shared by the

in case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is medical countermeasures. The second

individuals at the population level. By deriving operational segments from the

priority is to develop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uch as mobility

Data Commons, authorities are able to regularly define, monitor and refine

restriction, social distancing and confinement–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NPIs.

while minimizing disruption on social life, education and economy.

4. The Digital Wallet includes different types of credentials – contagion risks

To be effective, NPIs need to be adapted to a constantly evolving context,

for critical workers and for all the population, test of presence or immunity

best documented through up-to-date personal data. Current infectious diseases

or vaccination proof ... – generated from the onset of the pandemic and

surveillance systems are based on anonymized population data; to access personal

supporting increased mobility in safety.

data, authorities have a possibility to infringe on data privacy rights in the name
12

of the common goods

Within MyData4Pandemics, we believe that alternative

ICAWAS should be deployed on top of existing Data Intermediaries or Data
Altruism organizations in a true PPPP for the benefit of all parties.

• People are in control of their data, ensured their privacy is preserved when

11 (IPBES 2020), (World Health Organisation 2018)
12 (World Health Organis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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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data, and empowered thanks to tailored information and context

for these reasons that major skills and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s (French

dependent control pass (QR code)

Ministry of Education, French Ministry of Labor, Swedish National Employment

• Private sector is able to optimize business continuity while limiting contagion
& health risks; privacy of their information is preserved.

Agency, Finish National Employment Agency, University of the Hague, Sorbonne
University, Stanford, Fujitsu, Visions, HeadAI, Vastuu Group, MyData Global, …)

• Public sector/Authorities have rightful access to high quality, up to date data
and are able to define & adapt appropriate NPIs– in respect of citizens – while
decreasing the burden on health care systems, the economy and the society.

from all over the world are part of the Skills Alliance.
The Skills Alliance members want to seize the opportunity of skills data
portability to better their services and are currently working on concrete solutions
to allow a human-centric skills data portability, through common standards, and

While all technologies exist, they need to be integrated and customized for

pave the way for an international human-centric Skills Data Space. The Skills

the specific needs of a pandemic: core data such as identity, residency, mobility,

Alliance works on solutions and governance models to enable this human centric

employment are generic and should be available within Data Intermediaries;

data flow and identifies the problems to be addressed. It unites skills data sharing

medical data on symptoms, treatments, testing and vaccination are specific for

initi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collaborate with the goal of sharing the

each pandemic.

same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 Each month members unite to share the
most innovative projects and collaborate in an interactive workshop to push the

C. Skills Alliance

vision and its implementation forward. Subgroups work continuously on different

The Skills Alliance is a sectoral hub of aNewGovernance, an international

tracks: governance, tech, business, use cases.

initiative for the coordination, governance, and experimentation of human centric

In Europe, the Skills Alliance works closely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on

standards for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The Skills Alliance was launched to

the creation of a European skills data space. It advocated for funds to be released

empower people and bring innovation in the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to build such a skills data space. Today, the Digital Europe Program will finance a

domain.

skills data space in Europe.

In a global context of quick evolution of skills and jobs, being able to empower

In France, Prometheus, a national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for skills

people with their skills so that the right training and jobs are proposed to them

and education data sharing, will collaborate with the Skills Alliance to ensure

at the right time is essential. The COVID-19 crisis threatens 1.2 billion peopl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its systems. Many more concrete

worldwide with unemployment; being able to easily transfer skills from sectors that

works are happening and the skills alliance brings those ecosystems together.

are in crisis to in-demand sectors shortens the unemployment time for citizens.
For education, being able to use pupil’s data to detect learning deficiencies and

This global movement is working hard to empower people with their skills data
and make them the masters of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dapt learning to each particular person is essential to allow each child to thrive.
This can only be done by a network of connected stakeholders at the service of the
individual. Only the individual can connect its data sources thanks to his consent
and allow for his skills data to be used for its education and employmen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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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데이터 민주주의의 시대
[그림 1-2-1] 데이터 기반 지속적 지능화 체계

제2장.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
: 시티즌 사이언티스트와 스마트시티

김찬수(투이컨설팅 상무)
이승봉(투이컨설팅 이사)
원천 데이터 수집
인사이트
적용 역량

이벤트 발생
원천 데이터 생성

실행

할 효과적인 리소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개인에

인사이트

의사결정

게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개인으로의 데이터 활용 민주화’가 핵
심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활용 민주화는 데이터 경제 시대와 맞물려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

인사이트 업무 내재화,
서비스화·상품화

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민주화가 필수적이며, 스마트시티 생태
계를 통해 사회 전방위적인 데이터 민주화를 촉진하고 있다.

Data Driven Enterprise

데이터 기반
지속적 인텔리전스 체계

적용 우선순위
설정, 필드테스트,
현장 적용

많은 조직이 데이터라는 금광에 앉아 있지만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

데이터 저장,
클린징, 큐레이션,
변수화

데이터

정보

인사이트
생성 역량

데이터 분석
모델링
(현상 이해, 예측,
분류, 감지, 최적화)

인사이트
채택 역량
* 출처: 저자 작성

나. 지속적 지능화 장애 요인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민주화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분석을 위한 리소스(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인

1. 데이터 활용 민주화의 등장 배경

력)를 소수의 데이터 전문가 팀에 의해 전담 운영하는 중앙집중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조직을 위해 데이터를 적절하게 구성, 처리 및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이해를 갖춘 소수

가. 데이터 주도 기업(Data Driven Enterprise)으로의 변화

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게 데이터 업무가 집중되어 왔다. 이는 여러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오늘날 선두 기업은 점점 더 데이터 중심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조직은 모든 의사 결정과

지능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동에 데이터 파워를 갖기를 열망하며, 비즈니스 가설과 아이디어 검증에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데이터 보유 자체만으로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

[표 1-2-1] 지속적 지능화의 장애 요인
구분

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

- 수많은 비즈니스 부서의 데이터 요청, 분석 모델 개발 요청 대응에 많은 시간 소요

인 지능화 사이클을 운영하는 데이터 주도 기업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데이터 조직
데이터팀의
병목 현상

기반 지속적 지능화 사이클이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실행까지의 주기’가 ‘일
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빠르게 순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 지능화 사이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이트 생성 역량, 인사이트 채택 역량, 인사이트 적용 역량을 갖추고 상호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연결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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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요인

데이터 접근
비즈니스 현업
조직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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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가는 분석 결과를 데이터・통계 이해도가 부족한 비즈니스 현업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데이터분석가는 비즈니스 현업 부서가 요청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비즈니스 현업 부서가 데이터분석가에게 질문을 적절하게 설
명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포함)
- 비즈니스 현업은 최종 정리된 데이터나 보고서에만 주로 접근 가능,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접근 어려움
- 비즈니스 현업 조직에 데이터 프로세스 가시성 제공 미흡(데이터 계보 정보 제공 미흡)
- 비즈니스 현업이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데이터 설명 부족(IT 메타정보 중심,
비즈니스 메타정보, 운영 메타정보 제공 미흡)

제1부. 제2장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 시티즌 사이언티스트와 스마트시티

구분

Scientist)로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애 요인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현업
조직의 데이터
분석 모델링 과정
참여 제한

Gartner는 ‘2020년을 위한 10대 전략 기술 동향’ 중 하나로 ‘데이터 활용 민주화 시대’의
- 데이터 전처리, 변수화(Feature Engineering) 과정에 대한 비즈니스 현업 조직 미참여로
비즈니스 요구사항 반영의 한계
- 데이터 분석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즈니스 현업의 접근 한계

도래를 꼽았다. 데이터 활용 민주화는 데이터팀이나 IT 조직의 개입 없이 비즈니스 현업이 데
이터에 언제든지 쉽게 접근・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2. 데이터 활용 민주화 방안

[그림 1-2-2] '데이터 활용 민주화'를 통한 지속적 지능화 장애 요인 극복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를 통한 'Citizen Data Scientist' 의 시대로 전환

데이터 분석・활용은 조직에서 조직원 개인으로 확대되는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가 현재진
행형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민주화는 기업의 지속적 지능화를 작동시켜 데이터

데이터 활용은
조직에서
개인으로 확대

데이터 분석

드리븐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화 된 분석 도구 제공
ㆍ비즈니스 현업에 데이터 품질 컨트롤 도구 제공
ㆍ비즈니스 현업에 자동화 된 분석 도구 제공
ㆍ비즈니스 현업에 데이터 분석 교육 제공

가. 데이터팀의 역할 분산

데이터 자산화 제공

데이터 접근

가장 먼저, 기존의 중앙집중적 데이터팀의 역할 분산이 필요하다.

ㆍ전사 메타데이터 허브 운영
ㆍ전사 조직원의 데이터 접근 용이성과 권한 제공

[그림 1-2-3] 데이터팀의 역할 분산

데이터 팀 역할 분산

데이터 조직
지속적 지능화
장애 요인

ㆍ중앙의 데이터 조직과 비즈니스 현업 조직간의 데이터 분석 역할 재정립
ㆍ(중앙) 데이터 분석 자동화 요소 개발, 플랫폼 운영
ㆍ(분산) 비즈니스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수행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팀

사전 학습된 AI 모델의
데이터 자산화 적응

* 출처: 저자 작성

열거한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조직, 데이터 접근, 데이터 분석의 3가지
■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과 도구는 중앙의 데이터팀에
있으며, 이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의 사일로(Silo)를 만들어 내고 있다. 데이터 분석 모델을 생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제
공, 분석, 배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관리 운영
전문성 확보

데이터
플랫폼팀


데이터
사이언스 자동화를 위한
사전 학습된 AI 모델 개발 주력

비즈니스
현업 조직

데이터엔지니어, 데이터분석가의
현업 부서 분산 배치

■

데이터 분석 직접 수행

성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는 속도는 고용한 데이터엔지니어, 데이터분석가의 수에 정
전사 데이터에 대한 접근,
자동화 된 분석 도구 활용

비례한다. 이러한 데이터팀의 확장성 문제는 데이터 분석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데
* 출처: 저자 작성

이터분석가에 대한 수요를 시장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전사 조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즈니스 현업이 스스로 분
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분석도구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데이터팀의 역

1)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팀 역할 변화

할을 조직 전체로 확장하여 전 조직원 각자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Citizen Data

중앙의 데이터 전담 조직은 데이터 분석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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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팀(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과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팀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중앙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팀의 역할은 기존의 비즈니스 분석 모델 개발(추천모델,

된 데이터 포털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1) 확장된 데이터 카탈로그 접근 제공

이탈모델, 고객 세그먼트 등)과 비즈니스 현업 부서의 다양한 분석 요구 대응 역할에서 ‘데이

데이터 카탈로그는 기존의 IT 관리 중심의 기술 메타데이터 정보에서, 비즈니스 현업 조직

터 사이언스 과정 자동화’가 가능한 AI 모델 개발에 주력하여, 비즈니스 현업 부서가 활용할

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와 운영 메타데이터로 확장되어 제공되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의 데이터 사이언티스

야 한다.

트팀에서는 이미지 인식에 대해 사전 훈련된 AI 모델,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 있는 NLP AI 모

또한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생

델, 데이터 전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모델 등을 수집, 연구, 개발하여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되었으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흐름 가시성

현업 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분석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의 역할 변화가

확보를 위한 데이터 계보(Data Lineage) 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직관적인 도구와 사용자 인

필요하다.

터페이스, 코드 조각 및 플러그인, 오픈소스 데이터 및 코드, 그리고 사전 훈련된 AI 모델 등
이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다. 즉, 메타데이터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

2) 데이터 플랫폼팀의 전문성 강화

터셋 개념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처리, 제공, 분석, 배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관리・운영 전담
조직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내외부 데이터와 다양한 유형의

[그림 1-2-4] 데이터 카탈로그의 확장된 메타데이터 제공 범위

데이터스택(Data Stack)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제공, 분석, 배포하기 위해서

데이터 카탈로그

는 과거의 정형 데이터, 배치중심 기술 인력에서 빅데이터・AI・실시간 기술을 이해하고, 이
를 데이터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 강화가 필
요하다.

3) 비즈니스 현업 조직의 데이터 분석 직접 수행

기술 메타데이터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운영 메타데이터

서버, DB이름, 스키마, 물리
데이터모델, 테이블 명, 컬럼명,
컬럼타입, 변경 규칙, ....

테이블/컬럼 설명, 비즈니스 규칙,
논리 데이터모델 사용법 예시, ...

누가, 언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
데이터 품질, 접근권한, 보안 정보, ...

비즈니스 현업 조직이 데이터 분석 역할을 이관받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집중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팀은 시간적, 비용적, 효과적인 분석을 수행하

* 출처: 저자 작성

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데이터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를 각 팀에 분산시켜 현업의 분석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이와 맞물려 데이터

2) 데이터 검색 엔진과 데이터 포털 기능 강화

자산화를 통한 현업의 데이터 접근 확대와 자동화된 데이터 도구의 제공, 교육을 통해 현업

데이터 검색 엔진은 확장된 데이터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검색뿐만

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이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어떤 데
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해당 데이터의 오너십과 전문가는 누구인지, 해당 데이

나. 데이터의 자산 활용 체계 제공

터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품질 수준은 어떤지’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데이터 분석 업무를 비즈니스 현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원이 전사 메타데

한 확장된 범위의 데이터 카탈로그와 강화된 검색 엔진은 Airbnb의 Dataportal, Uber의

이터 허브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산

Databook, Netflix의 Metacat, Lyft의 Amundsen, Google의 Data Catalog, LinkedIn의

활용 체계가 필요하다. 전사 메타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검색 엔진이 포함

DataHub 등의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 데이터 포털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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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L, Low Code・NoCode, Visual Analytics 등 여러 도구의 등장으로 데이터 분석업무

[그림 1-2-5] Airbnb의 Dataportal, Lyft의 Amundsen

의 자동화가 분석 과정의 많은 부분을 비즈니스 현업 조직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
로 변화시키고 있다. 코딩 최소화 또는 코딩 없이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비즈니스 현업
데이터 오너십

조직의 직접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검색유형
데이터 주 사용자

[그림 1-2-6] 데이터 분석 과정 자동화 영역

데이터 생성자
소스코드
인기데이터

데이터 계보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과정 자동화
(Automated Machine Learning)

데이터 통계 정보

원천데이터

결측치,
이상값 제거,
보정/데이터
일치화

데이터
스케일링

(파생)변수
생성, 투입 변수
선택

머신러닝
모델 선택

모델 파라미터
튜닝

시각화,
모델 배포

지속적인 모델평가, 모델갱신

* 출처: 각사 해당 서비스 캡처
학습데이터 자동설계

변수 자동설계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 적용
자동화

기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작업

다. 자동화된 분석 도구 제공
비즈니스 현업 조직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컨트롤 도구와 자
동화된 분석 도구 제공이 필요하다.

* 출처: 저자 작성

1) 데이터 품질 컨트롤 도구 제공

대표적인 분석 자동화 솔루션 선두그룹으로는 DataRobot, H2O.ai Driverless AI 등이 있
1

각 조직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 생성으로 중앙의 데이터팀에서 데이터 품

다. 이외에도 프로그래밍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할 수 있는 Microsoft Power Apps,

질을 컨트롤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

시각화 분석을 통해 데이터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Tableau, QlikView, Power BI 등도

결하기 위해서는 각 팀이 생성한 테이블에 대해 직접 품질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제

비즈니스 조직의 데이터 분석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이터 분석 자동화 솔루션이다.

공이 필요하다.

3) 데이터 분석 교육 제공
2) AutoML(Automated Machine Learning) 도구 제공

비즈니스 현업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데이터 분석의 직접 수행 역량 강화, 조직 전반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IT 개발자가 데이터 수집-저장-처
리-분석-적용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R과 Python 등의 데이터 처리・분석 언어를 이용하여 코

에 걸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교육을 통한 전 조직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확보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딩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업무를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과 통

비즈니스 현업의 데이터 리터러시 확보를 위한 교육은 분석 언어 교육에 치중하기 보

계지식이 취약한 비즈니스 현업 조직에 교육으로 이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다는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찾아내고(Problem Framing & Right
Question),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Data Curation), 다양하고 적합한 변수를 설계하고

1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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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Engineering), 자동화된 분석모델의 옵션을 조정하고, 분석 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3. 스마트시티와 데이터 활용 민주화 확산

해석할 수 있는 통계적 이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가. 사회 전 영역의 조직에서 개인으로의 데이터 주체 변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활용은 조직에서 개인으로 데이터 활용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림 1-2-7] 비즈니스 현업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 영역

이는 기업 내부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에
서 고객으로, 도시나 지자체에서 시민으로 데이터 활용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
Automated Machine Learning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큐레이션

RAW
데이터

결측치,
이상값 제거,
보정/데이터
일치화

데이터
스케일링

(파생)변수
생성,
투입 변수
선택

한 기존의 사일로(Silo)화된 기업 내부 데이터들은 협력사, 공공기관, 데이터마켓 등 기업 외
모델
파라미터
튜닝

머신러닝
모델 선택

부의 다양한 원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과 결합되어 빅데이터로 만들어지고, 빅데이터 활
시각화,
모델 배포

용을 기업 일부 조직이 아닌 전 조직원이 다루도록 되었으며, 이제는 고객(시민)들이 주도적

지속적인 모델평가, 모델갱신

Biz. People's
Data Literacy

학습데이터 자동설계

변수 자동설계

데이터
패턴/
관계성/
특성 해석
(by 데이터
시각화)

비즈니스

관점
파생변수
설계
(Feature
Engineering)

머신러닝 알고리즘

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결정하는 시점에 있다.
모델 적용
자동화

나. 데이터 민주화를 통한 스마트시티의 촉진
통계학
이해

분석결과
데이터
해석

마이데이터로 촉발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와 개인의 디지털 데이터 자산에 대한 의
식 변화로 인해, 시민들의 마이데이터와 시티데이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
한 활용이, 스마트시티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급부상하고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이자 교통, 교육 등 다양한 기능들이 총체적으로 연계된 거대한 체
계가 운영되는 공간인 스마트시티는 도시 운영체계의 중심축이 공공데이터에서 민간데이터

라.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공지능 공학 체계 운영

그리고 시민들의 개인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분석의 역할 분산, 데이터 자산화 관리와 운영,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정의를 요약해보면, i) 시민이 참여하여 도시를 운영하고, ii) 다양한

자동화된 분석 도구의 도입과 교육을 효과적으로 기획・실행・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전

ICT를 활용하여 도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iii)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략과 데이터 전략을 일치(Alignment)시키고, 데이터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관리하고, 데이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즉 시민 개개인이 도시의 운영주체로서, 시티즌 사이언티스트로서 스

터 플랫폼 인프라와 기술을 관리하고, 전사 데이터 리터러시2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는

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인공지능 공학(AI Engineering: DataOps+ModelOps+DevOps)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스마트시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시티데이터가 필수 요소이다.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시티로 불러도 될 만큼, 스마트시티 내의 모든 서비스와 도시 기능의 흐름
은 데이터의 교환과 활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 에
코델타시티와 세종 5-1생활권 도시 계획에서도 도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로서 ‘데이터에 기반
한 미래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스마트시티데이터의 범위 확장
스마트시티에서 개인(시민)은 시티데이터의 생성・유통・활용 주체로서 도시 운영을 책임
2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석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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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과 동시에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민주화를 촉진할 뿐

[그림 1-2-8]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성 예시

아니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표 1-2-2] 스마트시티데이터의 범위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분

내용

뉴타입 데이터

공공데이터 + 민간데이터 + 시민데이터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
하고 활용

시민데이터
멀티 도메인 모델

금융

통신

공공

모빌
리티

헬스

소셜

상권

환경

기타

플랫폼
비즈니스

시민
데이터

시민 간
상호작용
데이터

생태계 참여자(3rd Party)로부터
새로운 고객이 유입

부천에코
델타시티
생태계

API 기반
개발환경 제공

Open API
연결

시민데이터 활용이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도시 도메인 모델로 활용

시티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

Business & Developer
Portal

시민
생태계

Ecosystem Convergence

공공
데이터

새로운 서비스
모델 융합

융합
서비스

Sand Box

시민거래
서비스

단위
Open
API
*
Out-of-the-Box Service
시민정보
서비스

인증
보안
서비스

Open APIs
Open API & SDK

구독 도시 모델

Open API Integration

모든 시티데이터는 결국 구독도시 모델로서 평가받고 활용 (과금을 하는 데이터부
터 무과금 데이터까지 포괄적 구성)되며 구독의 주체는 시민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도시 운영 주체임

Test Data

Digital Tech.

Function

Common Module

* 출처: 저자 작성
* 출처: 저자 작성

라. 데이터허브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성

마. 시티데이터 민주화

스마트시티에서 시민 중심 도시 생활 혁신의 에너지원인 데이터는 도시 생명력과 지속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우리 개개인 인생(Life)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생애에 걸쳐 데

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통해, 시티데이터들

이터를 생성・기록・활용하게 된다. 공동체에서 나의 데이터는 단계별(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 경계와 구분을 제거하고 데이터 주체 혹은 사용 주체 관점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새롭게

대학교, 직장, 은퇴)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나의 도메인 영역(교육, 건강, 부동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데이

산/이사, 결혼, 육아, 창업, 교통, 여행/휴식 등)에 따라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킹된다.

터와, 한정할 수 없는 데이터 사이즈, 실시간 데이터들을 조율, 수집, 저장 및 활용하는 데이
터허브(시티허브플랫폼 혹은 스마트시티데이터플랫폼)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주체인 우리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개념에서 발전시켜 데이터 카탈로그 및 데이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인프라는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담당・처리하는 ICT 기반 정보시스

터 히스토리를 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 기능 운영 관점에서 각 기능

템(H/W와 S/W가 결합된)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작용하고, ▲모든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

별 데이터 구조와 관계를 구성하고 그중 시민데이터와 연계된 부분을 식별하여 시민과 상호

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디지털 경제를 생성・운영하는 생태계 환경을 제공하며, ▲

작용하는 것이다.

다품종・대량의 시티데이터를 수집・처리・가공・분석・활용하여 디지털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기

스마트시티의 데이터는 민주주의 사상이 이상적으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서 다양한 데이

반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다수의 시스템들과 플랫폼들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터들이 상호 공존하고,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개별 데이터에 대한

구성된 거대한 디지털 체계이다.

독립된 아이덴티티(Identity) 부여, 시티데이터 생애주기 거버넌스, 시티데이터 리터러시 확
보를 위한 평생 교육, 시티데이터 라이브(Live)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1) 독립된 데이터 아이덴티티(Identity) 부여 및 시티데이터 거버넌스
스마트시티 뉴타입 데이터에 대한 아이덴티티 부여가 필수적이다. 아이덴티티는 시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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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민간데이터, 공공데이터를 포괄해야 한다. 시민데이터는 우리를 식별할 수 있는 마이

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민간데이터는 건물 등 민간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구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티데이터를 수집-융합-분석하여 시민생

분한다. 공공데이터는 각 데이터에 대한 목적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야

활 향상을 위한 도시의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창의적 서비스를 발굴·적용하는 것이다. 시티데

한다.

이터의 수집-융합-분석-의사결정-적용의 과정에 과거처럼 시정 주도의 톱다운(Top-Down)

스마트시티 생애주기 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구조 및 표준 정의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해 데이터가 유통되고 활용되는 데이

방식만이 아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주도의 보텀업(Bottom-Up)의 데이터 민주
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 체계 접목이 필수적이다.

터허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관리를 수행한다.

4. 마무리

[표 1-2-3] 시티데이터 거버넌스 범위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
및 전략 수립

도시 전체 기능 영역을 포괄하는 원칙과 방향성(프레임워크)을 수립하고 향후 확장
가능한 전략 수립

데이터 표준 및 운영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표준, 구조, 흐름, 품질 영역을 대상으로 관리 체계
(관리 대상 정의 및 대상별 관리절차) 세부 정의

데이터 모델 수립

도시 기능 영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식별하여 데이터 요건을 정의하고 개념
모델을 설계하며, 데이터 일관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기반 조성

오늘날 모든 산업은 데이터로 가득 차 있고, 성공하는 조직은 다가오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장 빨리 이해하고 활용하는 조직이다. 빠른 발견과 더 깊은 통찰력을 가능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 전체에 데이터 과학 전문 지식과 권한을 분산시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이터 활용 민주화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는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

* 출처: 저자 작성

다. 마이데이터로 시작된 시민데이터 권리와 활용에 대한 민주화를 기반으로, 거대한 데이터를

2) 시티데이터 리터러시 확보를 위한 평생 교육과 라이브(Live)화

생산해내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마트시티는 사회 전반으로 데이터 민주화의

스마트시티 시민에게는 본인 데이터의 주권자로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리터러시를 확보

확산을 더욱더 촉진하고 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유치원에서 언어를 글로 배우듯이,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해를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명확히 정의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시티데이터 라이브화는 데이터 주체로서 삶 자체와 결합된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자신
(데이터 주체로서의 자신)과 도시가 동일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브 시티데
이터를 지원하는 방법 중 대표적 방법으로는 리빙랩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은 운영조직
과 독립되어 운영되고, 연구결과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스마트시티에서의 리빙랩은
연구결과의 사용 주체가 연구 주체가 되어 연구와 운영이 끊김 없이 상호작용하는 혁신 모델
을 의미한다. 리빙랩은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에서 스마트시티의 혁신 모델로 정의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 운영 정책과 기술을 열린 공간에서 기술지원기업 및 지자체와
함께 연구하여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국내에도 서울특별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3

3 서울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사이트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70

71

제1부. 제2장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 시티즌 사이언티스트와 스마트시티

1부. 데이터 민주주의의 시대

활용하여 경쟁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공정경쟁과 관련되어 새

제3장.
데이터 경쟁의 민주화

유영상

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인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 주체 간 연결의 매개체
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관련 기업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 대
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나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은 그 자
체로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행위나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기업들은 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 세
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경쟁은 데이
터 독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 행위나 시장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데이터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쟁점 사항을 소개한다.

시장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이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를 독점함으로써 반경쟁적 행위2를 할 수도 있고, 이용자의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그들이 가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 데이터 경제의 시장 구조
1.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독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데이터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는

의미한다. 개별 소비자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공략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완전히

데이터와 경제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로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를 말한다. 데이터 경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가 활성화되면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3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제공할

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지배적 플랫폼 사

수 있다.

업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전략을 구사한다. 즉 킬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

가 강해 시장이 집중화·독점화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

데이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데이터는 금융 자본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가

비자를 끌어모은 후, 그 서비스에 대한 제공 대가로 소비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고 분석

치를 가질 수 있고,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본 형태라는 주장도

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시 이를 통해 시

1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일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데이터는 매우
희귀하고 때로는 고유한 정보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산업에서 기업들은 경
쟁자들보다 먼저 고유한 데이터 자본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치

2

반경쟁적 행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이 줄어들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
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출처: 산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로 인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또 데이터를 어떻게

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용어사전).
3

네트워크 효과에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전화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와 같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더 큰

1

데이터 경제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의미한다. 일반 데이터와 빅데이터는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4

가치를 주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OS와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이 서로 보완적

가지 요소 즉, 데이터의 크기(volume), 수집된 정보의 다양성(variety), 데이터가 수집·사용·전파되는 속도(velocity), 데이

특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제3자가 호환 가능한 기술을 더욱 개발하게

터의 가치(value)라는 “4V”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OECD, Big Data: Bringing Competition Policy to the Digital Era,

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원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기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데이터 경제 시장에 영

2016, p.5).

향을 미쳐 시장을 더욱 집중화·독점화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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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지배하게 된다.4 그 일례로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은 메일이나 검색, 친

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구 찾기와 위치 검색 등의 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한다.

인기 있는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7의 지위를 획득하면 이들은 플랫폼 입점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소비 성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된다. 게이트키퍼란 기업들이 최종 이용자에게 다가

에 활용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후발 기업들은 좀처럼 이를

가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적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자를 말하는데, 이들의 어떤 행

만회할 기회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승자독식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위나 결정은 플랫폼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 지배력 남용의

것이다. 검색 엔진 분야에서의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에서의 애플(Apple), 사회 관계망 서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배적 플랫폼들은 대부분 인접한 비즈니스 라인도 통합하였기 때

스의 페이스북, 온라인 쇼핑의 아마존(Amazon)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데이터 경제의 시장

문에, 이들은 타 기업의 주요 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타 기업의 직접적인 경쟁자이다.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배적 플랫폼의 이중적 역할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우대하거나 경쟁사
서비스를 직접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가. 승자독식의 시장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세계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각국에서는 이에

디지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의 존재, 그리고 규모 및 범위의 경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

제와 같은 특성은 승자독식의 시장 경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 많은 기술 시장에

력과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한두 개의 대기업에 유리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진입장벽이 생기게

서도 검토하고 있다.

됨으로써 새로운 기업은 기존 기업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승자의 독점적 이익은
오히려 새로운 진입과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때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는 상

3. 데이터 경쟁의 제한요인

당한 혁신을 통해서만 기존 기업의 이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나. 집중화된 시장

경쟁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디지털 경제는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어서 소셜 미디어, 일반 온라인 검색 및 온라인 광고와

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반독점법

같은 다수의 주요 온라인 시장은 단지 한두 개의 회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현상이 나

(Antitrust Law)’으로 총칭하는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of 1890)’, ‘클레이

타나는 것은 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이 신생 기업들을 대량으로 인수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5 지

튼법(Clayton Antitrust Act of 1914)’, ‘FTC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3가지를

난 10년 동안 지배적 플랫폼들은 수백 개의 회사를 인수했으며 그 가운데 다수는 실제적 또는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자금 제공의 역할

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로, 유럽 각국은 ‘경쟁법(Competition Law)’을 통

을 하는 벤처캐피털 산업이 오히려 스타트업이 기존 기업에 매각되도록 조장함으로써 시장 집

해 경쟁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5월에 프랑스의 경쟁 당국인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과 독일의 경쟁

중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6

당국인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공동으로 ‘경쟁법과 데이터’라는 보고서를 출간

4
5
6

한국언론정보학회,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독점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2018.12.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of the

7

2020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디지털 시장법 초안에서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자격 판단

Committee on the Judiciary,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2020.10.6.

기준으로 ①내부 시장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 ②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을 것,

Lemley, Mark A. & McCreary, Andrew, Exit Strategy. Stanford Law and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542,

③운영 면에서 확고하고 지속성이 있는 지위를 누리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할

2020.1.30.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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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8 그 보고서에서 두 기관은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 즉 시장 지배

우 어렵다. 한편,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함께 생산할 때 발

력과 경쟁법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이

생하는 비용이 별도의 기업이 각각 생산할 때의 총비용 합계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범위

들이 데이터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경제를 누리는 지배적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으며, 자사 제품
의 광범위한 생태계를 통해 인접 시장 전반으로 그 영역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가. 진입장벽
나. 인수와 합병

경쟁 제한요인의 하나인 진입장벽은 데이터 경제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유에서 발생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자체가 곧 시장 지배력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대규모

더 나은 데이터 액세스를 얻기 위한 첫 번째 기업 전략은 대규모 데이터셋를 소유한 다른

의 데이터 또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들과 합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과 혁신적인 신규 기업 간

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 데이터가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데이터 독점은 곧 독점

의 합병은 신규 기업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인해, 또는 수평적 중복이 없어서 기존 시장 구조

기업에게는 시장 지배력의 강화를, 신규 진입자에게는 시장 진입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

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시장에서는 그 합병 대상인 신규 진입자가 다른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 다른 시장 부문을 연결하기 때문에

시장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보유하고 있다면 데이터에 대한 차별적 액세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구매자

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의 집중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만약 서로

와 판매자를 연결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

다른 데이터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경쟁업체가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독점 우

라 아마존 시장의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진입장벽의 요소로서 경쟁

려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별도의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시장 데이터9에서 이미 강력

을 제한한다고 여겨지지만,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혁신적 특성과 같은 이유로 많은 수의

한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의 합병은 새로운 경쟁자를 이러한 시장에서 아예 배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네트워크 효과가 소비자 기반의 급속한 성장 잠재력을

제할 가능성도 있다.

줌으로써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

다. 배제적 행위

세 번째는 전환 비용의 존재이다. 전환 비용은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에서 다른 기술, 제품, 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역시 잠재적

경쟁업체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는 경쟁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 진입자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다. 사용자가 기존 기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상황에서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에 대형 기술기업이 대부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제품이

행위에는 필수 설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거부, 데이터에 대한 차별적 접근 허용,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대신 기존 회사에 머물러야 할 만큼 전환 비용이 매

배타적 계약, 데이터와의 결합 판매 및 데이터의 교차 사용 등이 있다.

우 높을 때 시장에는 락인효과(lock-in)가 나타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락인효과는
경쟁을 낮추고,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먼저 필수 설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거부는 해당 데이터가 접근을 요청하는
기업의 사업 활동에 ‘필수 설비’인 경우 반경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배적인 회

네 번째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로부터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사라 하더라도 경쟁업체의 사업을 장려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필수 설

생산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중과 독점으로 기울기 쉬운

비에 대한 의무적 접근 허용은 몇 가지 사례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즉, 기존 사업자의

기술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규모가 커지는 시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면 평균 단가가 줄

접근 거부가 해당 사업의 수행에 불가결한 제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거부가 잠재적 소비

어든다.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려면 상당한 선행 비용이 필요하므로 시장은 이미 규모가 큰

자 수요가 있는 신제품의 출현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2차 시

기업을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해 대규모 기존 기업에 도전하기는 매
9
8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Bundeskartellamt, Competition Law and Data,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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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모든 경쟁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나 네트워크에의 접근을 요청할 수 있

별의 효과는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로 인해 더 큰 가격 차별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더

다. 그러나 필수설비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를 경쟁사업자에게

라도 그 영향을 평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가격 차별이 경쟁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강제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이 필수설비 이론을 적용하는 것

여부는 그 가격 차별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수직적 거래제한10에 해당하는지에 따

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가 관련 시장에 참여

라 판별할 필요가 있다.

하기 위해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를 획득하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비경

마. 개인정보보호 경쟁의 제한

합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복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설령 경쟁사업자에게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는 그 자체로 경쟁 당국의 개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법재판소는 개인데이터의 민감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경쟁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데

문제가 있다.

이터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11 그러나 개인정보

데이터 접근을 차별적으로 거부하는 때도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 문제를 경쟁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관한 기업

수직적 통합은 경쟁을 왜곡하는 효과와 함께 전략적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수반할 수

의 결정은 경제적 및 경쟁적 차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소매업자로도 활동하는 경우,

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주요한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할 때 지배적 사업자의 정책

해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쟁업체와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

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지배력, 데이터 수집 과정 및 관련 시장

면, 경쟁업체에는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경쟁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다.

에 대한 경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경쟁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반경쟁적인 데이터 기반 전략에는 제3자 제공업체와의 배타적 조항을 통해 경쟁자가 데
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소비자가 기술이나 플랫폼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함
으로써 경쟁자가 유사한 데이터를 조달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지배

과 규제를 고려할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경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 제한 우려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적인 회사들에 의해 체결된 배타적 계약은 경쟁상대를 배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

[표 1-3-1] 데이터 관련 경쟁 제한 우려 사항

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한 회사가 그 데
구분

이터를 자신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는 경쟁사보다 데이터를 소유한 회사가 더 유리하게 됨으로써 경쟁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진입장벽

라. 가격 차별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데이터는 가격 차별을 용이하게 한다. 기업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고객의
인수와 합병

구매 습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불 의사를 평가
할 수 있다. 만약 시장 지배력이 있다면,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별한 여러 고객

내용
진입장벽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
ㆍ 시장 지배력 원천으로서의 데이터
ㆍ 네트워크 효과
ㆍ 전환 비용
ㆍ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인수와 합병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존재
ㆍ 합병 대상 신규사업자가 다른 시장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보유
ㆍ 데이터 조합을 통해 추출된 정보를 경쟁사가 복제 불가능
ㆍ 별도의 수직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의 합병

그룹별로 시장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가격 차별의
결과로 어떤 소비자들은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 있
지만, 또 어떤 소비자들은 차별이 없을 때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안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 차

10 수직적 거래제한은 생산이나 유통 등 각기 서로 다른 수준에서 영업하는 사업자 간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구입에 관
한 제한 행위를 말한다.
11 ECJ, Asnef-Equifax and Administration Del Estado, C-238/05, Judgment of the Court(Third Chamber),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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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제적 행위

내용
경쟁자의 데이터 접근을 박탈함으로써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 행위
ㆍ 필수 설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거부
ㆍ 차별적 접근 허용
ㆍ 배타적 계약
ㆍ 데이터와의 결합 판매 및 교차 사용

가격 차별 행위

고객데이터 수집을 통한 가격 차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ㆍ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ㆍ 수직적 거래제한

개인정보보호
경쟁의 제한

지배적 사업자가 데이터 기반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 출처: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Bundeskartellamt(2016), 저자 재정리

4. 마무리

데이터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에는 네트워크 효과나 가격 차별과 같이 소비
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필수설비 이론과 같이 데이터와 관련하여 경쟁
법 적용이 어려운 예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흐름이지만, 비가격경쟁의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경쟁을 제
한하는 것은 경쟁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동 법의 목적을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
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또는 품질과
같은 사업의 장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능률 경쟁을 의미하며, 또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경쟁자 간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2 경쟁은 경제 활동의 핵심 엔
진이며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혁신을 지속하도록 만들고,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자본 투자를 촉진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그러므
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 손영화·차성민, 「경쟁법의 원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19집,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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