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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하였다. 데이터 관련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댐 구축 및 활용
‘데이터’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만큼 디지털 뉴딜 1.0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부
분에 집중하였다. 우선,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다. 지금까지 10만 5,000개의 공공
데이터가 개방되었고, 2021년에도 14만 2,000개의 공공데이터(공공 정밀 도로지도, 안전·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공급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정책 집행과 입법적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2020년 7월 시작된 디지털 뉴딜 사업은 데이터 댐과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급된 데이터를 통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취약 시설물 관리 데이터 등)가 개방된다. 정밀 도로지도, 스마트 전력 거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산림 미세먼지 정보 등 46개 분야 국가 중점 데이터도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간·비용 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양질의

산업 활성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클라우드 강화, 디지털 복제물 활용 확대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대규모로 구축하였다. 2020년에는 170종

행한다. 또한 데이터 유통 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3법 및 데이터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

을, 2021년에는 150종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4.8억 건을 구축

되고 있다.

하였다. 현재는 산업정보 연계 주요국 특허 영-한 데이터, 한국인 전신 형상 및 치수 측정 데
이터, 반려동물 안구 및 피부질환 데이터,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 영상 데이터, 영유아 행동
영상 데이터 등이 구축되고 있다.
데이터 댐 구축과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
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하거나 신제

1. 국내 데이터 정책 현황

품·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이 바
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

에는 2,040건, 2021년에는 2,580건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까지 계속

업은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기술 및 산업 기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기존 SW·SI 기업이 데이터 댐 사업에 본격

반을 마련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그에 알맞은 법제도, 규제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적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공급 기업 수가 2019년 393개에서 2021년 7월 기준 1,126개로

대전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디지털 뉴딜 1.0이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9배 증가하였다.

중점을 두었다면, 1년 뒤에 발표된 디지털 뉴딜 2.0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되 이를

② 인공지능 산업 육성

활용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데이터의 중요

정부는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데이터 바우처

성이 무엇보다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와 유사하게 인공지능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 인공지능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요기업이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를 국가 데이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2020년 225건, 2021년
200건을 지원함으로써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공급 기업 수가 2019

가. 디지털 뉴딜 1.0과 2.0

년 220개에서 2021년 991개로(2021. 7. 기준), 4.5배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성장이

1) 디지털 뉴딜 1.0

확대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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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대면 산업 육성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약 8.4만 중소기업

업 전 영역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한다.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영역 등에서

의 비대면 역량을 강화하고, 비대면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분야를 26개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

발굴하여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 4,025개를 스마트 상점으로 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마이데이터의 법적 기반을 일원화하여 마련하고, ‘가명정

환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

보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 및 기관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로 3.5만 명 국민의 건강관리를 도움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비대면 기반을 마련하였다.

예정이다.

④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

②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

메타버스(metaverse)라고 불리는 확장 가상세계에 대한 지원을 디지털 뉴딜 2.0의 새

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 3D 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

로운 과제로 추가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철도통합무선망을 573km 구간에 구축하고, 광역철

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도 6,538개소, 경부고속 2,367개소에 전기설비 IoT를 설치하였다. 또한 경상·강원권역 3D

콘텐츠 제작, 핵심 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

지형지도(2,020km , 국토 전체의 2%), 27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6,700km 구간의 정

2021년 5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의 ‘확장 가상세계 얼라이언스’를 출범하

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다. 2021년에도 △철도통합무선망 501km 구간 구축, △경부고속

였다. 공급·수요기업, 이동통신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한 확장 가

3,190개소, 일반철도 6,954개소에 전기설비 IoT 설치, △도시지역 3D 지형지도 구축(누적

상세계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 간 공동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콘텐츠 제작·실증, 개발

47,150km2)을 진행하고 있다.

자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디지털 뉴딜 2.0

[그림 2-1-1] 디지털 뉴딜 2.0에서 신설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

정부는 2021년 7월 22일 디지털 뉴딜 1.0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 2.0 발표에서는 2025년까지 49조 원을 투자하
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뉴딜 1.0의 44.8조 원보다 증가한 투자 금액이다.
디지털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 1.0에서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
의 활용을 강화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지역·전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디
지털 뉴딜 2.0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댐 구축, 바우처 사업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마이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자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0.7.14.

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그동안 구축한 데이터 댐의 활용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①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

③ 클라우드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등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

데이터 댐 구축을 계속 추진하면서,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의

할 계획이다. 클라우드는 업무 효율성 증진과 비용 절감을 위한 단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넘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타 기술과 융합한 XaaS(Everything as a Service)로 진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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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9대 서비스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공공부문

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개방한다. 우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④ 디지털 복제물 활용 확대

데이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데이터, 교육부·교육청의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실제 사물을 쌍둥이같이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

학생 교육데이터를 올해 개방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2차 개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기

현하고 이를 실시간 제어,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뉴딜 2.0은 디지털 복

데이터는 민간 수요에 맞게 즉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제물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복제물을 적용하고,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비정형 데이터(의료영상, 해저지형지도, 교통 CCTV, 문화 및

연계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 1.0에서 구축한 3D 정밀

관광 사진 등)도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 실태를 조사한 후, 메타

지도, 지하공간 통합 지도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복제물 활용

데이터 중심의 표준화 작업과 국제표준 기반의 오픈 포맷 변환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개방

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디지털 복제물 산업 활성화 전략(가칭)’을 발표할

한다.

계획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소재의 시장, 병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 및 중
소·중견기업의 제조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2) 데이터 품질 확보와 데이터 플랫폼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표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공공의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데
이터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고품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하고,

[그림 2-1-2] 디지털 뉴딜 1.0과 2.0의 과제 변화

공공·민간의 각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로 연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찾
'20.7월, 「디지털 뉴딜」

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1.7월, 「디지털 뉴딜 2.0」

① D.N.A. 생태계 강화

① 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②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통합)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③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④ SOC 디지털화

④ SOC 디지털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2021.07.14.

나.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범부처적인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별위원회
를 신설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으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를 발표하였
다.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민간이 그동안 요구하였던 11대 실천과제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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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데이터 사업 조기 정착

[그림 2-1-3]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도

데이터 활용 사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환경을
비전

조성한다. 산업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선정 기준과 데이터 수집 방법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와 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건강정보 한눈에’, 별도 서류 절차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자동청구’, 개인 소비활
동을 분석하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

목표

데이터 개방 - 유통 - 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한 편의를 체감하도록 한다.

기본방향

5)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업과 시장 중심'

'사람과 서비스 중심'

'거버넌스 중심'

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른 분류 기준을
산업 분야별로 마련하여 데이터 보호·활용 정책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지방자

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

민간중심 생태계 혁신

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데이터 활성화 전략과 구현 전반을 담당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Chief Data Officer) 제도를 도입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체인 ‘데이터기반행
➊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➋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의료

➌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 지원

➊ 내 건강정보 한 눈에(마이데이터)

정 책임관 협의회’는 2021년 3월 공식 출범하여 분기별로 데이터기반 행정 현안과 기관 간

➋ 실손보험 자동청구(마이데이터)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➍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➌ 슬기로운 소비생활(마이데이터)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생활

➍ 불법 복제 꼼짝마(학습데이터)

2. 국내 데이터 법제도 현황

➎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➏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➎ 중단 없는 급식 지원(민관데이터 융합)

➐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
➑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복지

국내 데이터 관련 법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권리(개인정보 등)와의 조

➏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학습데이터)

화를 다루는 법률, 공공에서 생산·수집된 데이터를 공공·민간에서 활용하도록 돕는 법률, 민

➒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➐ 인공지능 훈민정음(학습데이터)

특별 현안 과제
➓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물 관리 데이터 통합

간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➑ K-이미지 프로젝트(학습데이터)
핵심기반

➒ 스마트 항만(민관데이터 융합)

가. 개인정보·신용정보와의 조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2021.2.17.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3) 민간 전문기업 육성과 공공의 데이터 구매

하면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을 재정비하는 개정

공공이 생산·개방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데이터 가공을 전담하는 전문 기업을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

육성하고, 민간이 판매하는 데이터를 공공에서 구매하여 민간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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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복 규제로 인한 혼란을 줄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합리적

보기본법’을 2021년 3월 16일 개정하여, 메타버스, VR/AR, 자율주행, IoT 산업 등에서 3D

관련성에 따른 동의 없는 정보 사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였으며, 개인정보 결합 제도를 마련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을 도입하여 2021년 8월부터 시작되는 금

4)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명 ‘디지털 집현전법’으로도 부르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두 가치

2021년 6월 8일 제정되었다. 국가지식정보는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지식

간의 균형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와 디지털화의 필요성

2021년 2월 입법예고를 마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이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분야별, 기관별로 제공되던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 형벌 중심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적인 경제벌 위

아 서비스하여 국민들이 국가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전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

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법제도는 위험 통제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인프라로서 기

나. 공공 생산 데이터 활용

능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산업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1)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에는 민간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2013

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년 7월 30일에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할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약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 정보화 기

공기관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

본법’이 2020년 6월 9일 전면 개정된 법이다. 정보화에만 초점을 둔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기술정보기술의 급발전을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는 판단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활용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민간데이터를

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공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정책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데이터

공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유한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해당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센터 구축 및 활성화, 데이터 시책 마련, 데이터 유통·활용 지원 등을 규정하며 이를 보완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립,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였다. 한편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사실상 민간데이터에 대한 정책 마련과 지
원만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3)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그동안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 정보를 민간 신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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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민간에서 데이터를 생산, 거래,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산업 활성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클라우드 강화, 디지털 복제물 활용 확대 사업 등을 추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제21대 국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

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이 데이터 시대의 이점을 체감함으로써 우리나

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라가 디지털 대전환하는 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데이터 정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데이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민간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데이터 기본법은 아

책을 추진하는 만큼 통합적인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고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래의 주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산업과 서비스가 급증하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
터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
고 있다.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해야 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에 관한 심의 기구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
-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
또한 정부는 데이터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① 데
이터를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와 ② 객관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③ 데이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거래사가 신설되며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데이터 거래의 분쟁 비용을 낮춰야
한다. ⑤ 데이터 가치 평가 지원과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기본법은 정부가 ⑥ 데이터 플랫폼과 ⑦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원하여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⑧
데이터 자산 보호, ⑨ 세제 지원, ⑩ 표준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처럼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데이터 거래 시장
과 기준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한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마무리

디지털 뉴딜 2.0은 데이터 댐 구축 및 활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기존 디지털 뉴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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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데이터산업 관련 주요 정책·법제도

다. 2016년에는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Networking and Information

제2장.
해외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법제도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이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 계획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전
문 인력 양성, 데이터 혁신2 생태계 강화, 빅데이터 핵심 연구 기술 확보 등을 포함한 7대 전
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1월 미국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Chief Data Officers Council, CDO
Council)3가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FDS)’을 발표하며 미국 데이터산업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데이터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연방 데이터 전략’은 연방 기관이 데이터 윤리를 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하여 데이터 과제를 달성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전략은 각 정부 부

데이터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나가

처가 부처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10개의 원칙, 40개의 모범 사례,

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은 ‘유럽 통합형 데이터산업 발전 체계 구축’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쟁력

2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별로 세부 목표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에 나섰고, 일본은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산업 발전’을 이뤄 전반적인

4

사회의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데이터 정책 수립 흐름

을 반영하여 각 정부 부처별로 후속 정책이 나오고 있다.

및 현황을 정리하고, 각 국가의 데이터산업 정책 특징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구축,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 데이터 전략’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농
무부 데이터 전략(USDA Data Staregy)’이 있다. 해당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농업 분야에
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리더십(data leadership) 강화로, 데이터 및 분석ㆍ개발, 인
프라, 도구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데이터 분석 인력을 모집하고 재

1. 해외 데이터 정책

이준호(이씨이십일 R&C 연구원)

교육하여 유지함으로써 강력한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활발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이루

가. 미국: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

어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오픈 데이터(Open Data)5로 대중에게 깊은 인

미국 정부의 데이터산업 정책은 전반적으로 ‘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사이트(Insight), 가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고 촉진하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이미 데이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에,

는 것이다. 농무부 이외에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보건부(Health and

미국 정부는 데이터센터 효율화,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등 데이터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Human Services, HHS) 산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등 다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 정부 기관이 연방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정책을 수립 및 발표하고 있다. 추가

미국 정부는 2012년 3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로 올해 4월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가 발표한 ‘연방 데이터 전략 2021 실행계획(Federal

Policy, OSTP)이 발표한 ‘빅데이터 이니셔티브(Big Data Initiavies, BDI)’1를 기점으로 데이

Data Strategy 2021 Action Plan, FDS 2021)’에서는 기존 연방 데이터 전략에 제로트러스

터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접근성 향상, 데이터 관
리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2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다른 데이터 소스가 발전된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함
3 미국은 데이터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대신 주요 정부 기관들이 각각 최고데이터책임자(Chief
Data Officers, CDO)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최고데이터책임자들이 모이는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에서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1 이하 주요 국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월간 데이터이코노미 2021년 1~8

5 개방형 데이터라고도 불리며,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및 재가공하여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함

호」,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2021년 8호」, 「2020 데이터산업백서」 보고서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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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활용, 보호, 정확성을 등을 위한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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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Zero Trust)6에 기반한 데이터 보안 강화, 코로나19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버넌스법’의 내용(text)이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합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에 도달했다.

이렇듯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미국 데이터산업 육성의 정책 특성은 앞

이렇듯 유럽연합은 ‘유럽 통합형 데이터산업 발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 정책

서 언급한 ‘연방 데이터 전략’ 같은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세부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

을 수립하고 있다. 데이터 인프라 개발 정책인 ‘가이아엑스(GAIA-X)’, ‘유럽 오픈 사이언스

다.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최적화 이니셔티브(Data Center Optimization

클라우드(European Open Science Cloud, EOSC)’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통합과정에

Initiative, DCOI)’를 통해 저전력 고효율의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서, 핵심 시설을 제외한 신

서 유럽연합은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되, 데이터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2017년 기준 5,426개에서 2020년 기준 1,613개로 크게 줄어들었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8(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였

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데이터센터 폐쇄를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흐름(free and safe data flows)을 추구

정책 기조는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고 있다.

나. 유럽연합: 유럽데이터 전략으로 ‘통합형 데이터산업 발전 체계 구축’

다. 일본: 민관 협력 통한 ‘포괄적 데이터 전략’ 수립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주도 하에 정책을 수립하

일본 정부는 데이터 정책 수립 시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산업 발전’을 우선순위로 고려

고 있다. 특히 2010년 중후반부터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미국·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을 통해 ‘전반적

서, 페이스북, 아마존 등 타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EU 내 데이터 생태계 확대 및 기업 육

인 사회의 디지털화’를 중점 과제로 두고 있다.
2016년부터 ‘오픈 데이터 2.0(オープンデータ2.0)’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성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4년 ‘번영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를 향하여(Towards a

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같은 해에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기본법(官

thriving data-driven economy)’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데이터 경제에 대한 초기 개념을

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제정을 통해 데이터 통신 환경 정비를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

확립하였다. 2017년에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선언ㆍ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계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유럽 데이터 경제(European Data Economy)’를 발표하였다.

획(世界最先端IT国家創造宣言·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을 수립하였다. 2018년에

이후, 2020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데이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

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기반 정비 및 행정서비스의 100% 디지털화와 데이터 활용에서의

보하고,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7을 보장하며, 단일 데이터 시장 구축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선언ㆍ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계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을 발표하였다. 특히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간

획(世界最先端デジタル国家創 造宣言ㆍ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을 발표하였다.

의 분절된 데이터 규범·정책 간 조화를 추구하여 유럽 단일 데이터 공간(single European

이후 2021년 6월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은 현재 일본의 대표 데이터 전략인 ‘포괄적

data space)을 구축하는 것은 해당 정책의 핵심 전략이다. 이외에도 데이터 접근 및 재사용

데이터 전략(包括的デタ戦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의

에 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데이터산업에 대한 투자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역량 및

목표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9 구축으로 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

인프라 강화, 데이터 보호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7월 유럽데이터 전

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민관 협력을

략의 첫 번째 입법 구성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이 유럽

바탕으로 한 트러스트 서비스 구축, 데이터 플랫폼·기초 데이터·디지털 인프라 정비, 데이터

의회위원회(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1일에는 ‘데이터 거

8
6 엄격한 ID 확인 과정을 통해 사용자를 보호하는 보안 모델
7 특정 국가 또는 권역에 수집된 데이터는 해당 국가 또는 권역의 데이터 법률 및 거버넌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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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유럽
연합 역외 이전 요건을 명확히 한 법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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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장 활성화 같은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마이넘버카드(個人番号カード)’

十四五规划)’ 등 지방 정부인 성(省) 차원에서도 세부적인 데이터산업 지원 정책을 수립 중

보급 및 디지털 서비스의 UX/UI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실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디

이다.

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デジタ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重点計画)’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데이터산업 정책 특징은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이다. 특히 중국 내 산

일본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최

업 정책을 수립 및 총괄하는 기관인 공업정보화부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

근에 마이넘버카드10의 보급을 선결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 의료, 사회 보험 등을 민간

여 데이터산업의 혁신 및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데이터 기술 제품의

금융 서비스와 연동시켜 일본 내 데이터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데이터산업 전체의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진

‘디지털청’이 2021년 9월 1일 발족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의 디지털화’를 이룰 계획이다.

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200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선발해 지
원하는 빅데이터 산업 개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특히 산업용 데이터 부문이 90개

라. 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서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 추구

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산업 부문에서의 데이터 활용 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려

중국 정부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

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 성장을 통해 데이터산업을 육성하

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데이터산업 육성 주요 정책인 ‘14차 5개년 규획(十四五

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规划)’과 세부 정책인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 2016-2020(大数据产业发展规划 20162020)’, ‘빅데이터 산업 개발 시범 프로젝트(大数据产业发展试点示范项目)’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요강(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에

[표 2-2-1] 주요국 데이터 정책 현황
분류

미국

EU

일본

중국

특징

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

유럽 통합형 데이터
산업 발전 체계 구축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산업 발전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

연방 데이터 전략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인프라 개발
- 데이터 인력 양성

유럽데이터 전략
- 단일 데이터 시장 구축
- 데이터 접근 및 재사용
에 관한 거버넌스 프
레임워크 구축
- 데이터산업에 대한
투자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역량 및 인프라
강화
- 데이터 보호 권한 강화

포괄적 데이터 전략
- 트러스트 서비스
구축
- 데이터 플랫폼·기초
데이터·디지털 인프
라 정비
-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

14차 5개년 규획
- 데이터센터 설립 강
화, 빅데이터 애플리
케이션 실물경제
전환
- 빅데이터 시범단지
건설
- 각 산업 부문별
빅데이터 활용 강화

데이터산업
육성 기구

최고데이터책임
자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청

공업정보화부

세부 정책

데이터센터 최적화
이니셔티브

유럽 오픈사이언스
클라우드

마이넘버카드

빅데이터 산업
개발 시범
프로젝트

서 데이터 분류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데이터산업에 대한 창업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에는 ‘빅데이터 산업 제13차 5개년 규획(大数据产业十三五规划)’을 발표하여 데이
터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제
품의 연구개발 강화, 산업 빅데이터 적용 강화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빅데이터 산업체 육성,

주요 정책

빅데이터 표준 시스템 구축, 데이터 보안 등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을 정립하였다. 이어 올해 4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에서는 데이터센터 설립 강화, 빅데
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실물경제 전환, 산업 부문별 빅데이터 활용 강화(제조업, 건강관리, 교
통, 농업, 에너지 등), 빅데이터 시범 산업단지 건설 가속화 등을 데이터산업에 대한 전반적
인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데이터산업 정책인 ‘빅데이터 산
업 제14차 5개년 규획(大数据产业十四五规划)’은 현재 중국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
11
部) 에서 수립 중이며, ‘광둥성 디지털 정부를 위한 14차 5개년 규획(广东省数字政府改革

建设十四五规划)’, ‘저장성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규획(浙江省数字经济发展

10 마이넘버카드의 핵심은 원활한 데이터 이동(data flow)을 통한 ‘본인 인증’기능이며,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 민간기업, 개인 간 데이터 교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11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내 데이터산업 육성 전담 기구로 국가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 전략 수립, 국가 데이터 시범 프로젝트
사업 운영, 통합형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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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데이터 법제도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로 추진하고, 행정기관 간의 협력과 민간-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란 웹 기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정보 기술을, 이를

가. 미국의 법제도

구현하는 프로세스와 결합하여 공공 및 기타 정부 기관에 대한 정부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별도의 데이터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를 규제하는 프

및 전달을 강화하는 용도, 효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 또는 혁신을 포함할 수 있는 정부 운영

라이버시법 외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이 존재한

의 개선을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다. 먼저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데

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인 전자정부국 신설,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법제화, 전자정

이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법규로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다. 미국 정부 기관이 보유한 데이

부기금 설치 및 운용, 사이버보안 등이 있다.

터 및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은 본인의 기록에 들어있는 정보

‘데이터 품질법(Data Quality Act, 2010)’은 공공 및 연방정부의 목적과 조항을 이해하

의 내용과 사용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기 위해 연방 정부가 배포한 정보 및 데이터의 품질, 객관성, 유용성 및 무결성 보장을 규정

은 금지된다.12 공공 부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제정된 법으로는 ‘컴퓨터정보 결합 및 프

한다. ‘오픈 정부 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 2019)’은 연방정부의 오픈 데

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1988)’, ‘운전자 프라

이터 공약을 제도화하고, 모든 정부 데이터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성문화

이버시 보호법(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1994)’ 등이 있으며, 민간 부문 프라이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사용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Data Act of

시와 관련되어 제정된 법으로는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2014(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의 시행에 이어 공공데이터

and Privacy Act, 1974)’,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78)’,

의 기계 판독성(Machine-Readable)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1986)’, ‘비디오 프라이버

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로 공개되어야 하고, 개방형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하는

시 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1988)’, ‘근로자 거짓말탐지기 보호법(Employee

것이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오픈 데이터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도 그 기조를 유

Polygraph Protection Act, 1988)’,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 Online Privacy

지하고 있으며, 정부 데이터의 혁신적인 사용을 지원하고, 정부 전체에 걸쳐 일관된 데이터

Protection Act, 1998)’ 등이 있다.

관행을 채택하며, 개방형 데이터의 모범 사례를 개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한다.

‘전자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96)’은 웹 2.0 기반의 거

한편 최근에는 주(州)법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

버먼트 2.0 정책의 하나로, 172개 공공기관의 지리, 교육, 교통 등 약 38만 개의 공공정보

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를 Data.gov(2009.5 개설)로 개방한다. 연방 정부의 공공 문서에 기록된 공공 부문의 데이

Consumer Privacy Act 2019, CCPA)’이 대표적이다. CCPA는 캘리포니아주 이외에 거주

터 및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을

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를 적절하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persons properly and directly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CCPA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일

concerned)로 규정하던 종전의 ‘연방행정절차법’과 달리, 모든 사람(any person)으로 확대

정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Do

하였다. 또한 전자정보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부 기록의 온라인 접근을 허용하고, 정보공개청

not Sell my info’ 문구와 링크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사후 거

구인에게 가장 유용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받은 행정기

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CCPA는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

관은 요구받은 기록을 찾아내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는 권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CCPA는 개인정보처리방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2002)’은 전자정부를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적으

침에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고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판매
여부 및 목적의 고지 및 공개 의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업데이트

12 이하 주요 국가의 데이터법제는 이성엽,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원, 2020.12월 보고서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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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 11월 3일 주민 투표로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이터가 해당되며, 이 규칙은 개인데이터와는 별도로 유럽연합 역내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

권리법(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CPRA)’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

가 자유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한을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PRA는 CCPA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GDPR에 보다 근접하도

금지한다.

록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 부문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9/1024 on

특히 미국 최초로 프라이버시 분야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보호국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은 공공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기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존의 ‘공공정보 활용 지침(Directive 2013/37/EU)’을 대체하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든 누구
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와 민간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의

나. EU의 법제도

광범위한 활용을 장려하고 거래를 촉진한다.

EU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법(DGA)은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 중개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국, 일본, 한국 등에도 영향을

이고 유럽 전역에 걸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

미치는 모범 입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 여러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지침 등을

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2021년 10월 1일 DGA의 내용이 유럽연합이사회에서 합의에 도

운영하고 있다.

달하며 유럽 전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재사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모든 형

‘데이터베이스 지침(The Database Directive, Directive 96/9/EC)’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

태의 보상을 대가로 한 기업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통지 및 감독 체계 등 거버넌스 기

나 제작자는 타인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이타적인 목적으로 공익상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자신의

를 전체적으로 또는 상당한 부분을 이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한 것

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수반하는, 데이터베

이다.

이스의 상당하지 않은 내용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추출 및 재이용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기

다. 일본의 법제도

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 및 e프라이버시 지침(The General Data Protection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으로서 ‘개

Regulation and the lex specialise Privacy Directive)’은 개인데이터의 수집, 사용, 접근 및

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 する法律)’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법률 제103호 ‘민관

이동성(portablility) 외에도 개인데이터의 양도나 전송 가능성 등의 개인데이터 처리 규정을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이 있다. 이는 기본 이념, 민관데이

두고 있다. 데이터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된 개인데이터 복사본을

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기본 시책, 민관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 등의 기본법적 내용으

입수하거나 또 다른 서비스 제공자(data controller)에게 전달하는 것을 개인들에게 허용하

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데이터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 확

는 내용이다.

보, 자립적이고 개성 넘치는 지역 사회의 형성, 새로운 사업의 창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비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체계에 관한 규칙(Regulation (EU) 2018/1807 on a

도모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제5조). 한편 2020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은 데이터

に関 する法律)’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제도가 도입되며 개인데이터 활용 확대의 기반이 되

현지화 요구, 관할 당국의 비개인데이터 활용 가능성, 전문적인 이용자를 위한 비개인데이터

었다.

포스팅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여, 유럽연합 단일시장 내에서 비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

법률 제25호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은 ‘민관데이터 활용 추

를 보장하는 것이 이 규칙의 목적이다(제1조). 여기서 비개인데이터란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

진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본 총무성 장관 및 경제산업성 장관은 계획 실행 기간 안에

한 개인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말한다. GDPR에서 정의된 개인데이터가 아닌 모든 데

혁신적 데이터산업 활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제21조 제1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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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단기간에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혁신적 데이터산업 활용의 촉

며, 2021년 9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은 데

진’을 강구하며, 혁신적 데이터산업 활용에 관한 지침, 혁신적 데이터산업 활용 계획의 인정·

이터 개발‧ 이용 촉진, 개인 및 조직의 권익 보장, 국가 보안 유지, 발전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

변경, 국가기관 등에 대한 데이터 제공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혁신적 데이터의 산업

로 데이터 보안 제도, 데이터 규제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다.

활용이란 혁신적 사업 활동 중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방식을

한편 민법 관련 규정들을 통일한 ‘민법전(民法典)’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제1편 총칙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민법상의 사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

이용하여 수집하고 산업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항).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データの利用に関 する契約ガイドライ

127조는 ‘데이터 및 온라인상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ン)’은 민간사업자 등이 데이터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 주요 이슈와 논

2021년 11월 시행을 앞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 個人信息

점, 계약 조항의 예시나 작성 시 고려 사항 등을 정리한 것이다.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데이

保護法)’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역외적용 범위 및

터 계약의 보급을 도모하며, 데이터 활용의 촉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개인정보의 역외 이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개인정보’를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

2019년 7월 개정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은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

록되어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로 정의한다. 익명화 처리된

을 규정하고,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부정취

후의 정보는 제외된다.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안전법’과 ‘민법전’상의 개인정보 정의와 유사

득 등에 준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하다.

보호 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한다. 법에서는 ‘한정제공 데이터’를 ‘업으로서 특정한 자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의 ‘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 2016-2020(大数据产业发展

에게 제공한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상당량이 축적,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

规划 2016-2020)’은 데이터 개방 확대, 플랫폼 및 오픈소스 기술 지원, 빅데이터 전문 SW

상의 정보(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외)’로 규정하고, 이러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

수준 향상, 전문 인력의 공급, 데이터거래소 등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빅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함으로써 저작권법 등 기존의 법률

데이터 발전 장애 요소를 없애고, 기술 혁신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 방향에 위 법제도들

에서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중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관해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
의가 활발해지며 중국 내 데이터 활용, 역외 이동,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
루는 관련 법제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은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통신망의 주권 확보와 국가안전, 사회 공익을 수호할 목적
으로 네트워크 운영 안전, 개인정보보호, 불법 정보 단속 등 규정과 네트워크 제한 조치, 법
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테러리즘에 의한 공격이나 인터넷 사기 등을
방지하고, 긴급한 경우 정부가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2020년 10월엔 ‘개인정
보안전규범(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规范)’이 시행되며 정보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 처
리시 원칙과 안전조치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안전영향평가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구체적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한 ‘개인정보
안전영향평가지침(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影响评估指南)’이 2021년 6월 시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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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자체로 경쟁력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3장.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통상에 관한 다양한 협정들이 체결되었지만 그 협정들의 주요 의제들은 대동소
이한데, 개인정보보호,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금지, 공공데이터 개방,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이 그에 해당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채택,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당사국들이 어떠한 서명이 전자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명의 법률

ICT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모바일기기의 확산으로 기존의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디지털 무역이 활성

효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당사국들이 영업활동에

화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그 자체로 경쟁력 요소가 된 데이터의 이

따른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넷

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첨예한 문제들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다양한

째, 데이터 현지화 금지는 어떠한 당사국도 그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그 국가

협정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비롯한 데이터 의제를 다루는 디

의 컴퓨팅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국가에 컴퓨팅 시설을 둘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털 무역 관련 국제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EU 간 데이터 이동 현안, 미-중 패권 전쟁에서

다섯째, 공공데이터 개방은 어떠한 당사자가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공

확산된 데이터 전쟁 등 주요 글로벌 현안을 통해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에 개방하는 경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오픈된 포맷으로 검색, 회수, 사용, 재사용, 재분배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여섯째, 소스코드 공개 금지는 어떠한 당사국도 소프트웨어의 수
입, 배급, 판매 또는 이용의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이동이나 접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1.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내용

이제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와 디지털 무역 자유화의 흐름은 데이터 이동 제한과 대응될
수 있는 정도로 디지털 무역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통해 외국 원서를 클릭 몇 번으로 집에서 받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정 노력을 기울여

아볼 수 있는 세상이다. 또한 외국의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콘텐츠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왔다. 아래에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상 데이터 이동 규범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플랫폼을 통해 안방에서 쉽게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ICT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모바

한다.

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전통
적인 상품 중심의 무역 거래와는 다른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란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 생산 및 배송에 있어 인터

2. 디지털 무역 협정과 데이터 규범

넷과 인터넷 기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이란 종래 주로 전자상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의 이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1

세계 무역 규범 역할을 하고 있는 WTO 체제에서는 각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디지털
무역을 규율할 수 있는 협정이 어렵다고 보고, 양자 간 FTA나 지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무역

이는 최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가 단순히 상품 등에 수반하는 것이 아니

에 대한 규범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담고 있는 대표적 디지털 무역
지역 협정이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의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1월

1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7/march/key-barriers-digital-trade (접속일:

23일 체결된 ‘아시아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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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2018년 11월 30일 체결
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다.

이러한 데이터 이동 자유화의 흐름과 달리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15개국이 참여해 2020년 11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CPTPP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무역규모, 역내총생산

구 금지 등 3개 규범이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동과 관련해서 보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ㆍCPTPP

면, 각 당사국들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자체적인 국내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

보다 규모가 큰 협정이다. 다만,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2, Electronic Commerce)는

하고 있다. 다만, 당사국들이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CPTPP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규정인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

현지화 금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 예외 규정 외에도 안보 예외 규정을

별,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로써 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CPTPP에

두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서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두어 개인정보에 대한

를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당사국의 규제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즉,공공정책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USMCA는 디지털 무역의 장을 별도로 둔 현재까지 가장 자유화 수준이 높은 국제규범으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로 미국의 디지털 통상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담고 있다. 당사국은 특정한 행위가 대상자의

으로 ① 컴퓨터 설비를 자국의 영역 내에 설치할 것(data localization)을 요구하거나 ② 전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

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free flow of data)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의

포함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거

또한 중국의 경우 2018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에 자국 내 개인정보와 중요 데

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제한을 위장하는 수단 등과 같은 의미로 행해져서

이터가 해외로 이동되지 못하도록 서버의 중국 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당국의 승인 없이는

는 안 되며, 또한 해당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였다. EU는 ‘디지털 시장통합(Digital Single Market) 전략’으

과하여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 역내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만 2018년 5월 시행된 ‘일반개인정보보호

그 외 미국과 일본 사이에 2019년 12월 체결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 사이에 2020년 6월 12일 체결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The Digital

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역외로의 데이터 이동을 일부 제한하
고 있다.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선언하고 있다. 미-

미국과 EU 간 데이터 이동 관련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세이프하버협정(Safe Harbor

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USMCA와 유사한 수준의 혁신적인 규범을 담고 있으며,

Agreement)’ 무효화3에 따라 체결된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EU-US Privacy Shield)에 대해

CPTPP보다 강화된 디지털 무역 자유화 조항이 포함되어 ‘CPTPP 플러스’ 수준인 것으로 평

서도 유럽사법재판소는 2020년 7월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4 유럽사법재판소는 국가안보를

가된다. CPTPP에서 다루지 않는 알고리즘, 금융데이터, 조세, 암호화 기술, 온라인 플랫폼,

목적으로 미 당국의 개인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의 제도적 보호조치 및 정보 접근과

공공데이터에 관한 무역규범을 포함하여 현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며, 미 당국의 정보접근

화 협정이다. DEPA는 FTA 내 디지털 챕터 형식(CPTPP, USMCA 등)이 아닌 디지털 분야만

및 감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GDPR 제58조 제2항에 비례한 독립성을 보

다룬 협정2으로서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금
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등의 디지털

3

규범을 담고 있다.

2012년 당시 법학도였던 막스 슈렘스(Marx Schrems)가 페이스북이 유럽 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미국으로 이동했다면서, 미-EU 간 데이터 이동 협정인 세이프하버협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
(일명 슈렘스I사건)한 데 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 판결을 내림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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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지 못하며, 미 당국을 대상으로 EU 정보주체가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행 방안이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법적 구제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데이터 및 앞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디지털 무역협정

Surveillance Act, FISA)’ 제702조 및 대통령 정책 지침 제28조 등 미 당국의 개인정보 접근

체결을 위한 협상대상 국가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과 관련된 법률이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이행 및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추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중적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못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방체제와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의 경제전략은 디지털 시대에도

한편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전쟁이 데이터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이 점에서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데이터 이동 자

안보 위협과 자국민 데이터의 중국 이동을 이유로 미국 내 틱톡 및 위챗 사용 금지명령과 틱

유화 원칙이 중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와 관련 사전동의 원칙 고수, 준수가 어려운 기

톡의 모기업이자 AI 기술기업인 바이트댄스를 대상으로 9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 매각·퇴

술적 보호조치 기준, 과다한 형사처벌 등 비현실적인 개인정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과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이동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2020년 4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

다만, 국내 개인정보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 이외의 데이터 국외 이동 수단으로 적

램(Clean Network Program, CNP)’을 발표해 미국 등이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중국

정성 평가나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데이터 이동 방안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의 통신회사, 앱, 클라우드, 해저케이블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이면에는 기술, 산업, 안보를 포함하는 국가 전체의 생존

이에 대응해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안보

과 번영을 위한 전략이 있다. 각국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보, 자국민 및 자국 산업의 보호라

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증거에 기초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위

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중 G2의 디지털

해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며, 각국 정부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전쟁에서 한국과 같이 양국에 안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경우, 이런 목표의 성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는 많은 고민이 따른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제1순위는 자국민의
데이터와 자국 산업의 보호라고 할 것이다. 단, 통상마찰 등의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데이
터 정책과 규제 혁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상 전담 부처는

3. 시사점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ICT 및 데이터 소관 부처 간 협력 역시 중
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데이터 이동에 관한 한 데이터 보호주의(data protectionism)에 가까운 것
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보호주의란 개인정보보호와 자국 IT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국민 데이
터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는 입장이다. 주요 데이터 및 서버를 현지 국경 안에 두도록 하는 데
이터 현지화도 보호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및 의료데이터 이동 금지, 동의
기반의 데이터 이동, 5000분의 1 지도 반출 불허 등이 사례이다. 서버 현지화 등의 법안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최근 데이터 경제는 플랫폼 경제로 수렴 중이며, 국내외 주요 플랫폼의 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확보 여부이다. 이에 EU, 중국은 미국의 플랫폼 견제를 위해 강력
한 데이터 보호 정책과 규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과 같이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에 있어 절대
적 우위를 가진 국가들은 높은 협상력을 기초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다른 국가에 데이터 이
동 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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