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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우리는 데이터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연간 생성되는 새로운 데이터의 규모
가 세계 77억 인구에 650메가바이트 CD를 각각 180장씩 나눠줄 수 있는 분량
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는 매분 1,500만 건의 문자 메시지와 2억 건의 이메
일을 교환하고 매초 4만 건 이상 구글을 통해 정보를 검색한다고도 합니다. 인
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데이터는 물론
이고, 금융, 의료, 통신 산업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구축되는 데이터에 이르기
까지,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데이터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지
금보다 더 나은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로봇과 자동화 도입 시기를 앞당겨
생산성을 높이고 기계학습과 심화학습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차, 핀테크, 바
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더 많은 참여 기회
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로봇이나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슈, 데
이터 정책과 관련된 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은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저해하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최근 경험하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따
른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미래에 도래할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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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구체화하고, 생산요소로서 데이터의 역할, 데이터에 대한 경제주체의
역할, 생산기술로서 인공지능, 데이터가 활용되는 산업간 상호 연관성 등을 이
론 모형에 담아 분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무역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정책 현황을 살펴본 후 데이터
경제에서 시장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밝히고 있
습니다.
이 연구는 본원의 이규엽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강준구 선임연구원, 박지현
선임연구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박현 교수님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가용한 통계자료의 제약과 방대한 연구범위에도 불구하고 성
실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의
심의과정에서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의견을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방형준
박사, 기획재정부 김요한 사무관, 본원의 배찬권 박사, 김규판 원내 자문위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희태 박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임태훈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용진
팀장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
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관련 제반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원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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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
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
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도 국내에는 아직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2장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학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데이
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단순한 분류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유
형을 구분해보면,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특히
개인 데이터는 관측가능 정보, 관측된 정보, 계산된 정보, 결합된 정보로 구분
된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
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원유처럼 생산요소라는 측면 이외에
도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지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여러 경제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데이터를 정보로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센서, 로봇, 기
계학습, 심화학습 등 다양한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도 달라
짐을 보였다. 데이터 자체의 규모나 이동 현황은 물론 데이터와 관련된 고용 및
산업,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데이터 경제의 제반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여 주요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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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 정리했다.
3장에서는 데이터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가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술축적에 사용되는 데
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균형 모델을 구축했다. 구축한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데이터를 요
소로 한 생산 활동과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을 고려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포함하고,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노동의 역할을 고려하며,
데이터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반영하여 프라이버시가 인
공지능의 개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기술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라 가계 효용
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생산력 증가로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였다. 가계의 프라이버시는 소비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시 데이터가 얼
마나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소멸하는지가 경제 전체의 양을 결정하며 늘어난 데
이터 양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다.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함수는 경제성장
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동과 최종재 생산에 투
입되는 노동의 배분에도 기여함을 보였다.
최근 들어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어 올 때 과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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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 왔다. 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미시적 기초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모델
을 활용했으며, 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정책과 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집중
도에 따라 달라지는 무역비용을 모델에 반영하고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추정 방정식을 토대로 WIOD와 DTRI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가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 즉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
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교역 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데,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
여 서비스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도출한 결과는 데이터 정
책을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하여 추정하더라도 강건하다.
이 보고서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과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5장의 가 절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
고, 추진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 정책을 정리했다.
이 중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입법 발의된 개인정보 관련 법 개
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5장 나 절에서는 2~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5장의 나 절에서 검토한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종합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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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추렸다. 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
책과 연계성 강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보호 정
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등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제시했다.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과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를 제시했다. ‘무역 정책과 연
계성 강화’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과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을 꼽았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로서 공공정책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공공재 공급 차원에서
데이터-상금 제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
호 감독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예측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6년 가이
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
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와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에 대한 제언을 추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질적 제고와 데이터 정책 선진
화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쓰임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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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데이터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
라”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한국의 데이터 경제 비전이다.1) 이 보고서에서 선택
한 데이터 정책, 무역, 성장이라는 주제어는 한국의 데이터 경제 비전에 모두
담겨 있다. 데이터는 한 국가 내에서만 머무르거나 이동하지 않고 국경간 넘나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Cockburn,
Henderson, and Stern 2018; Trajtenberg 2017; Aghion, Jones, and
Jones 2017).2)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이라는 수식어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이라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데이터 정책 이
슈를 의미한다(이규엽 외 2018).3)
우리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 디지털 경제에서 다뤄지는 핵심 주제어를 포함하
고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찾아보면 내용 또한 구체적인 편이어서 정
부가 확정한 계획이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에
관하여 성장과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데이터 정책과 성장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경
1) 대통령은 2019년 10월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개발자 행사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강국에 대
한 비전을 설명했다. 대통령 연설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5장 참고 바람).
2)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계”로 정의하고, 이로써 자동기계(automatics), 로봇
(robotics), 계산기(computing machines), 언어와 시각 인식(language and visual recognition),
신경망(neutral networks), 심화학습(deep learning) 등을 포함한다(양희태 외 2018).
3) 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은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여러 차
례 강조된 바 있다. 대통령은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강조했고 대통령 직속 4차 산
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이터 정책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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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성화 중기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내외
보고서나 정책 자료를 살펴보면 데이터의 중요성이 원유(oil)에 빗대어 설명되
곤 한다. 우리 정부의 중기 계획에서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글 첫머리에도 ‘데
이터와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이라는 표현
이 등장하고, ‘미래의 경쟁은 대규모 데이터 확보와 인공지능 역량 강화가 핵
심’이라는 또 다른 추진배경이 뒤따른다.4) 데이터를 생산요소(production
input factor)로만 정의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추진정책 방안은 데이터의 확
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요소라는 측
면이 강조될 수 있지만, 원유와 달리 데이터는 배경합성(non-rivalry)의 성격
을 띠고 일부 데이터는 (비)배제성(excludability)을 나타내며 개인 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으로 부정적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
한다. 우리 정부가 데이터의 경제학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추진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할 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초한 혁신성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데이터 정책과 무역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경
제 활성화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정부가 확정한 계획에는 ‘교
역’, ‘무역’, ‘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정부의 계획은 디지털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정부의
계획이 디지털 ‘통상정책(trade policy)’에 대한 고려가 다소 약함을 의미한
다. 데이터 경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
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를 잘 파악하여 우리 정부가 확정한 계획에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조화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참여했고 2019년 6월
29일 G20 회의에서 WTO 전자상거래 규범논의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USMCA, CPTPP, USJTA와 같이 최근에 체결된 지
4) 관계부처 합동(2019),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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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역협정이나 2020년 상반기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RCEP에서도 디지
털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5)
이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데
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
(growth model)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도 국내에는 아직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
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와 정
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이 보고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
터와 인공지능을 반영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시장균형을 도출한 후 데이터
정책에 관한 여러 시뮬레이션 분석을 병행했다. 아울러 과거 데이터 정책이 데
이터 보호에 집중된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의 관계
를 실증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검토한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년 기본과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
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이규엽 외 2018)’의 후속 연구로서 기획되었으
며 그 내용이 이규엽 외(2018)와 보완적임을 밝힌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연구
5) 미국, EU,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도 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기초한 산업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데이터
와 관련된 제도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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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기존의 연구와 여러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다. 지금부터는 장의 순서대로 연구한 내용과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 결과
가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부분과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2장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단순한 분류법을 활
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여러 방식으로 나눠보고 데이터의 경제학적인 특징에
대해 검토했다. 기존에 발간된 국내외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법을 따르되 이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단순 분
류를 통해 데이터를 나눠보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해서 정보로서의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다. 더 나아가 생산요소로서만 강조되는 데이터에 대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비경합성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측면
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특징을 정리했다. 유형과 특징을 살피는 것
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지만, 아울러 차후 장
(chapter)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반영된 성장 모델을 구축할 때(3장), 데이
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의 관계를 파악할 때(4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
황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때(5장)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 경제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무리가 따르지만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
했다. 특히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두고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유럽연합(EU),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주로 활용했다. 통계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
(Statista) 및 국제데이터기업(IDC)과 스탠퍼드 대학을 주축으로 구축한 데이
터베이스(Aiindex.org)까지 참고했다. 2장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통계 분석은 특히 데이터 관련 기업, 산업, 시장, 인공지능 관련 학술적 활동,
인공지능 도입(adoption),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특허, 데이터와 인공지능
과 관련된 노동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가용한 데이터가 국외 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한국에 관한 통계자료와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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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통계 분석에서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한국과 다른 나라 자료의 비
교 가능성을 높였다. 데이터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통계를 살피는 이유는 데이터 경제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특징을 잡
아내기 위한 노력이다. 더 나아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반영한 성장 모델을 구
축할 때 기본 정보로 활용하고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
할 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까닭도 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데이터 경제의 특징을 참고하고 데이터와 인공지
능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반
영한 성장 모델을 설계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혁신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성장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국내 보고
서는 없다. 모델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국내에 관련 연구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연구자가 객관적인 이론 모형의 틀 내에서 일관된 분석 작업이 가능하
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구축한 이론 모형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제에서 다뤄지는 여러 논의의 출발점과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출
된 결과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수월해지고 모델의 단점은 여러 전문가와 연구
자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선순환은 연구의 확산, 정책 평가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데이터 정책의 성장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성장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장에서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성장 모형을 채택하고 데
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을 반영했다. 특히 데이터 정책에 관한 논의를 고
려하여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기술 데이터로 세분화했고 프라이
버시, 비경합성, 비배제성, 외부성 등에 대한 고려도 추가했다. 기존 선행연구
와 달리 로봇이나 자동화와 같은 인공지능과 R&D 산업에서 적극 활용되는 심
화학습이나 발명의 방법을 위한 발명을 구분하여 모형을 설계했다. 모델 구축
에 따른 장점은 데이터 정책의 성장효과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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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통해 도출한 시장균형을 기초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
뮬레이션 분석을 병행했다. 특히 3장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장ㆍ
단기 경제성장률, 데이터의 역할, 개인정보 보호, 생산과 R&D의 분야의 노동
배분, 로봇을 포함한 자본과 노동의 호환성과 대체성, 요소간의 소득분배, 알고
리즘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생산, 시장에서의 데이터와 사회적 효용의 관계 등
에 관해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데이터 정책과 혁신 성장에 대한 담론은 많
지만 엄밀한 이론적 툴(tool)이 미비한 현실에서 이 장에서 구축한 이론모델과
도출한 분석결과는 학술 및 정책에도 기여할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3장에서 수행한 데이터 정책의 경제성장효과에 관한 분석은 미래를 계획한
다는(forward-looking) 의미가 있다. 더 완벽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3장의
이론 모델을 다국가 간 무역이 존재하는 형태로 확장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
행연구에 존재하는 무역과 성장이 결합한 모델이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 반영하여 모델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서는 무리라 판단했다. 대신 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의 관
계에 대해 분석했다. 4장에서 살피는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분석은 이규엽 외(2018)와 보완적이다. 이규엽 외(2018)에서는 다국가ㆍ다산
업이 존재하는 무역 체제에서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quantitatively) 분석했다.
4장의 연구는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세계투입산출데이터(WIOD)와 유럽정치경제연구소가 제공하는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원자료(raw data)를 입수하여 2000~14년에
해당하는 서비스 무역과 데이터 정책에 관한 정보를 패널 형태로 전환했다. 특
히 국별 데이터 정책을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와 국내 데이터 관련 규
제로 구별하여 자료를 구축했다. Eaton and Kortum(2002)을 확장한 모델을
기초로 데이터 규제 정책의 무역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식을 도출했다.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 상관관계를 추정하지만 데이터 규제 정책을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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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과 국경 내 데이터 규제로 분리해서도 살펴봤으며
모든 추정간 수출국-산업-연도, 수입국-산업-연도, 수출국-수입국-산업 등 여
러 고정효과를 통제했다. 데이터 정책의 서비스 무역효과를 살핀 보고서가
Ferracane and Marel(2019)이 유일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의 의의는 충분하
다고 판단한다.
5장의 가 절에서는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살펴봤다.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우리 정부의 주요 부처에서 추진해 온 데이터 정책에 관한 주요 추진전략
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최근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정책이 전
반적으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함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활
용 측면에서, 특히 마이데이터(MyData) 정책과 빅데이터 센터 사업에 관해 조
금 더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조망하고 빅데이터
센터 사업과 마이데이터 정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
신 성장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로부터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센터 구축 현황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전문가와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의
추진 현황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아울러 데이터 보호 정책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내용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도 검토했다.
5장의 나 절에서는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함께 이 보고서의 2~4장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데이터 정책을 보완ㆍ개
선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책 시사점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살펴봤는데, 각 제목을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
/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이라고
붙였다. 여러 국내외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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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으며, 여전히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은 본
문에서 다루거나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록해 두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
책 시사점은 통계 구축(2장)과 성장과 무역(3~4장), 노동시장(3장)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
화 계획의 질적 제고와 데이터 정책 선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고려해볼 만한
정책 시사점과 관련 논의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을 담았다.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연구의 구성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1]과 [표 1-1]을 제공
한다. [그림 1-1]은 이 보고서의 장 간 연계성을 포함하며 [표 1-1]에는 연구 결
과물을 얻기까지 선택하고 활용한 주요 방법론과 자료를 요약했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장(chapter) 간 연계도

2장.
데이터 경제
현황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1장.
서론

3장.
데이터,
인공지능과 성장

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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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장별 연구 방법론과 주요 자료
장

연구 방법론

2장

통계 분석
이론 분석

주요 자료(또는 설명)
통계청, UNCTAD, EU, World Bank, Statista, IDC, Aiindex.org,
IDC, Cisco Systems, Wikibon
새로운 성장 이론 모형 구축

3장
시뮬레이션 분석 도출된 균형식과 Matlab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증 분석
4장

계량 경제학 분석, WIOD, DTRI 데이터 활용

전문가 의견

2019 WTO Public Forum 참석, “Borderless Trade of Digital

청취

Contents-Next Chapter for the WTO” 세션 발표, 디지털 전문가

(해외 출장)
자료 분석

의견 청취
2016~19년 정부부처별 보도자료, 각종 정책자료
데이터 관련 발의된 법안(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성장 정책(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5장

전문가 간담회

MyData 추진 현황과 정책 주요 내용(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우리나라 빅데이터 정책: 빅데이터 센터 구축 현황 및 운영(한국정보화
진흥원)

종합 분석

2~4장의 주요 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종합, 정책 시사점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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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우리는 데이터 경제에서 살고 있다.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byte)인
데, 매일 2.5엑사바이트(exabyte= )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한다
(Atkinson 2019). 연간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기 위
해 650메가바이트(megabyte= )를 저장할 수 있는 1.2mm 두께의 CD 한
장을 떠올려보자. 연간 생성되는 데이터는 인구 77억 명 모두에게 정보가 담긴
CD를 182장씩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이다. 나누어준 CD를 다시 모두 거둬들여
차곡차곡 쌓아 올려보자. CD 한 장의 두께가 1.2mm이므로 쌓인 CD가 만들
어내는 총 두께는 약 1,684,615km인데,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두 번 왕복하
고도 남는 거리가 된다. 연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IP 트래픽
(traffic)은 9,087엑사바이트로 연간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보다 30배 이상
크다. 단편적인 증거를 몇 가지만 찾아보면, 매초(every second) 구글 검색이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매분(every minute)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진 등재가 3억 건을 넘으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도 4백만 건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컴퓨터나 정보통신장비를 통해 매분 1,600만 건의 문자 메시
지가 발송되고, 1억 건이 넘는 스팸(spam)을 제외하더라도 매분 약 2억 건 이
상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6)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휴대용 개인 디바이스의 개발ㆍ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확산되면서 데이터의 생성
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7)8)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에 의해 사
용자의 위치정보나 길 찾기 기록, 쇼핑을 위한 검색 및 구매 기록, 모바일 금융
거래 기록 등은 물론 스마트 워치ㆍ밴드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한 운

6)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8/05/21/how-much-data-do-we-create
-every-day-the-mind-blowing-stats-everyone-should-read/#4e294cef60ba(검색일: 2019.
11. 6).
7) 사물인터넷의 정의에 따르면 휴대용 개인 디바이스도 사물인터넷의 일부로 포함된다(정 혁, 이대호
2014, p. 2 참고).
8) World Bank는 빅데이터 혁명(The Big Data Revolution)으로도 부른다(World Bank 2019, p.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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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건강 기록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생성된다. 여기에 더해 사
물인터넷은 그동안 데이터화 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현상을 포함한 각종 이벤트
를 데이터로 생성하고 있다. 건물이나 주택의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인터
넷이 적용된 단순 출입 인식 장치는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보안 상태를 알려주
는 동시에 출입 횟수와 시간, 빈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자동차는 운전자의 동선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가속ㆍ감속 페달의 작동과
정지ㆍ운행 상태, 노면으로부터의 차량 충격감지 내용 등 도로ㆍ교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 외에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에서는 작업 상태에 대한 모든 기록부터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한 재
고상태 및 주문, 설비의 감가상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제품의 판매ㆍ재
고 정보 등 생산-판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 밖에도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 산업 데이터, 기술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겠다.9)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가. 데이터의 유형
단순한 분류법(taxonomy)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해보자. 데이
터는 크게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와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로 구분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a).10) [표 2-1]에 정
9)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의도되지 않게 배출된 각종 흔적은 물론, 인식의 기반 위에서 기록되거나 수집ㆍ
정리된 각종 자료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어 왔다. 아
울러 날씨, 기후, 지각, 해양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그 자체가 데이터화가 가능한 현상으로 그중
일부는 자연 상태에서 해수ㆍ담수의 퇴적층 속이나 나무의 내부에 데이터로 남겨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
에서는 인간에 의한 조사ㆍ기록 등을 통해 데이터로 생성되기도 한다. 생성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또는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쳐 유용한 정보로 발전되고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어 왔다.
10) European Commission(2017a), p.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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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바와 같이 살아 있는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개인 데이터로
취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개인 데이터로 구분된다. 개인 데이터는 익명화
과정을 통해 비개인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다. 아울러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
이 기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모두 비개인 데이터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자연인(natural person)을 식별할 수 있
는 경우 개인 데이터로 구분된다.11)

표 2-1. 개인과 비개인 데이터의 구분
유형
개인 데이터
(personal data)

주요 내용

GDPR 적용 여부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적용

비개인 데이터

자연인과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non-personal data)

익명화(anonymisation)된 개인 데이터

제외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a), p. 9 참고, 저자 작성.

데이터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표 2-2]와 같이 개인 데이터,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 메타 데이터로 분류해 볼 수 있다(World Bank 2019).12) 여기에
서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집합이 너무 크거나 복잡해서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기술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13)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하위
분류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로 의도하지 않게 전자기기로 감지ㆍ저장
되어 만들어진 데이터 배기가스(data exhaust)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본
콘텐츠(primary content)가 있으며,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로 의도하
지 않게 만들어진 사물인터넷 데이터와 챗봇(chatbot)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
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보조 콘텐츠(secondary
content)가 있다.14) 또한 오픈 데이터는 다른 컴퓨터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하
11) 참고로 EU GDPR은 개인 데이터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12) World Bank(2019), pp. 2-3 참고.
13) 전게서, p. 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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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되며, 용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데
이터를 의미하며, 메타 데이터는 데이터의 생성 날짜나 크기 등과 같이 데이터
에 대한 데이터로 정의되며 동 데이터는 데이터 배기가스의 하위 유형에 포함
된다.15)

표 2-2. 데이터 유형 세분화
유형
기본 콘텐츠
(primary content)
빅
데
이
터

정의

예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데이터 배기가스

인간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전자기기로

(data exhaust)

감지ㆍ저장되어 생성된 데이터

소셜 미디어의 프로필, 인터넷
검색 내역
스마트폰 통화기록, 메타 데이터

보조 콘텐츠
(secondary

AI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챗봇, 가짜 소셜 미디어 프로필

기계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생성된

생산설비 모니터링 기록,

content)
사물인터넷 데이터
개인 데이터
오픈 데이터
메타 데이터

데이터

고속도로 교통정보 수집 기록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 쉬운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생성된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각종 건강지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공개 공공 데이터
데이터의 생성 날짜, 크기,
키워드 등

자료: World Bank(2019), p. 9 참고, 저자 작성.

[표 2-2]에서 제시한 데이터 유형 분류는 우리가 직면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유형화하여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하
위의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를 동시에 포함한다. 기
본 콘텐츠를 예로 들면, 특정 개인의 인터넷 검색 내역으로부터 그 데이터의 생
성 주체인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의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가 되며, 수집

14) 전게서, pp. 2-3 참고.
15) 전게서, p.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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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부터 익명화 기준에 따라 자연인의 식별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거
나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수집된 것으로부터 익명화
처리를 한 데이터는 비개인 데이터가 된다. 여러 가지 경로나 수단을 통해 수집
된 빅데이터를 익명화된 상태 그대로 또는 익명화 처리를 통해 비개인 데이터
로 만들어 공개 공공 데이터화 하면 오픈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자연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개인 데이터보다 활용 가치가 더 크다. 그러나 개인 데이터
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와 책
임이 요구된다. 아울러 데이터를 수집ㆍ처리하는 주체가 데이터 보안의 틀 속
에서 일정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
하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로
다시 전환시키지 못하는 수준까지 익명화된 데이터로 처리하고 그것을 오픈 데
이터로 수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을 정비
하는 데 있어 보호 측면에 과한 무게를 두게 되면 오픈 데이터의 축적이 어려워
질 수 있다. EU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 익명화된 비개인 데이터의 생
성과 오픈 데이터 풀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16)

표 2-3. 개인 데이터에 대한 세분류와 예시
형태(type)

예시

관측가능(observable) 정보

이메일, 사진, 음성, 영상 등

관측된(observed) 정보

생년월일, 생체정보, 고용정보, 검색기록 등

계산된(computed) 정보

광고 프로필(profile), 신용점수 등

결합된(associated) 정보

주민등록번호, IP 주소, 계좌번호 등

자료: Atkinson(2019), Table 1을 가공하여 저자 작성.

16) European Political Strategy Centre(2017), p. 2, pp. 8-14 참고.

34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이제 개인 데이터를 특징에 따라 세분화하여 관측가능 정보, 관측된 정보, 계
산된 정보, 결합된 정보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자. 개인 데이터의 첫 번째
형태는 관측가능(observable) 정보다. 개인 데이터가 관측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이메일, 사진, 음성 파일, 동영상 등은 관찰 즉
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는 관측된(observed) 정
보다. 개인 데이터가 이미 관측된 것인지 여부로 기준을 삼은 것이다. 예컨대
출생지나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정보, 키, 몸무게와 같은 생체정보, 정치적 의견
이나 검색 기록, 구입한 도서 목록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의 선호, 가족관
계, 고용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측되는 정보를 포괄한다. 세 번째 형태는
계산된(computed) 정보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를 가공
하여 계산된 정보인지에 대한 여부로 결정된다. 예컨대, 한 소비자의 개인 신상
에 관한 정보와 검색기록과 같은 관측된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개인의 상품 선
호도가 계산될 수 있다. 계산된 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한 형태인 것이다. 마지
막 형태는 결합된(associated) 정보다. 개인정보가 개인이 속한 기업, 단체, 협
회, (국가)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와 결합된 정보인지에 대한 여부로 결정된다.
예컨대 계좌번호 자체는 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계좌번호
와 연동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 거래 내역 일체는 개인정보에 해당
한다.17)

17) 여기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잠깐 고민해 보자. 금융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개인 소비자 측면
에서 생각해 보자. 금융 산업에서 축적하는 데이터는 상당 부분 개인 데이터다.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는 은행 계좌번호와 그 계좌번호에 결합된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금융 데이터를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금융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
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개인 소비자가 금융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하는 그 어느 단계
에서도 기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금융 산업에서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뿐 아니라 한국은행, 신용정
보원에 이르기까지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 데이터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시간과 노동
과 자본을 들여 데이터 구축에 기여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금융 데이터와 같은 결합된
(associated) 정보를 담은 개인 데이터는 그러한 정보를 구축한 기업이나 기관에 소유권이 인정되어
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Atkinson 2019). 개인정보라고 해서 데이터 소유권이 개인에게 반드시 귀속
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는 5장의 정책 시사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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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의 경제학적 특징
데이터에 대한 경제학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 경제 현황을 살피
고 데이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데이터와 관
련된 국내외의 분석 보고서나 정책 자료에서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
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원유18)나 산소19)에 비유하
기도 한다.20)21) 이러한 비유는 연구자나 정책입안자에게 데이터의 일부
특성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각인하는 효과를 주지만 데이터의 여러 특
성을 오롯이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표 2-4. 데이터에 대한 경제학적 속성
데이터(data)

원유(oil)

산소(oxygen)

생산요소(input factor)

O

O

X

비경합성(non-rivalry)

O

X

O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X

O

정보(information)/아이디어/지식

O

X

X

O

X

X

프라이버시 침해
(privacy violation) 가능성

주: ‘O’는 그러함, ‘∆’는 일부 그러함, ‘X’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18) The Economist(2017), “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
https://www.economist.com/leader/2017/05/06/the-worlds/most-valuable-resource-is
-no-longer-oil-but-data(검색일: 2019. 11. 13).
19) DELPHIX(2017), “Data Is the Oxygen. It’s What Moves the World,” https://www.delphix.com
/blog.data-oxygen-moves-world(검색일: 2019. 11. 13).
20) 이외에도 인프라(infrastructure)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21) European Commission(2017a)과 World Bank(2019) 등은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생산
요소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에 The Economist(2017)는 데이터를 미래의 연료로, 그리
고 MIT Technology Review Custom+Oracle(2016)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자본으로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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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는 데이터를 원유나 산소에 비유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경제학적 특
징을 ∆생산요소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아이디어/지식 ∆프라이버
시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간단히 비교했다. 첫째, 데이터는 중간재로서 생산
에 필요한 생산요소(production input factor)로서 활용된다. 원유 역시 생
산요소로 사용되지만 산소를 생산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데이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합이 붙지 않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 반면 원유는 일
반재적 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한 경제주체가 원유를 사용하면 다른 경제주체
는 그 원유를 사용할 수 없어 경합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산소는 데이터
처럼 비경합적이다. 셋째, 데이터는 일부 배제성(local excludability)을 갖는
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공장 기계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는 그 기업에
예속된다. 산소는 비배제성이 강하지만 원유는 배제성이 적용된다. 마지막으
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직결
된다. 원유나 산소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이제 [표 2-4]의 정보(information)로서의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
실 세계에서는 여러 데이터 형태가 다양한 기업과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
문에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부터 여러 가공 단계를 거쳐 아이디어(idea)나 지식
(knowledge)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업과 산업뿐 아니라 연구 개발 영역
에서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하여 활용되는 구조적인 스펙트럼(spectrum)을 단
순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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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보로서의 데이터(Data as Information)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알고리듬/
센서(Sensor)

원시데이터
(Raw Data)

심화학습
(Deep Learning), IMI

예측
(Prediction)

아이디어(Idea)/
지식(Knowledge)
결정(Decision)/
신경망(Neural Network)

기호/
소비/의료

로봇
(Robotics)

안면인식
음성인식
자율주행 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은 정보로서의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여러 기술을 연계하여 도
식화한 것이다. 먼저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같은 수준(level) 또는 위
상을 갖지 않는다. 경제학 문헌에서도 오랜 논의가 있었듯 데이터를 정보로 바
라볼 때 주로 소비나 경제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원시 데이터(raw data)는 그
자체로는 정보로서 큰 가치가 없다. 반면에 아이디어는 데이터가 정보로서 발
현되는 가장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 문헌에서는 구체적으로 발현
된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식(knowledge), 조리법(recipe), 청사진
(blueprint), 노하우(know-how-to-do-it)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왔으며, 이
러한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데이터를 정보로서 바라보면 다양한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1]에서 인공지능이나 센서(sensor)를 통
해 수집된 정보는 예측(prediction)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또한 공
장의 자동화 로봇(robotics)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 생
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분석에 사용되기도 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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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들어 관심이 높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은 안면인식이나 음성
인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여러 데이터를 사용한다. 심화학습(deep learning)
은 신경망(neural network)을 구축하여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컴퓨터 스
스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결정(decision)을 내린다. 딥러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개념으로는 발명의 방법을 위한 발명(IMI: invention of method of
invention)이 있다.
소비활동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기호나 선호에 대한 데이터는 [표 2-4]에서
분류한 결합된 정보(associated data)와 함께 상업적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
다. 기본적으로 [그림 2-1]에서 예측(prediction)에 해당하는 좋은 예시가 된
다. 가장 활발한 분야는 광고 산업이다. 예컨대 아마존은 소비자의 검색 이력,
구매 이력, 구매 패턴 등 정보를 신상 정보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
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비단 아마존의 예시뿐 아니라 여
러 기업에서 활용하는 개인 관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비 패턴에 대
한 예측력을 높여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광고 기업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에서도 데이터를
단순한 예측을 넘어 기계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활용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도
출하는 결과물은 정보로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22)

다. 데이터와 가치사슬
데이터 경제는 여러 행위자에 의해 구성되고 이러한 행위자에 의해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가치사슬ㆍ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먼저 데이터 경제의 주요 행
위자를 데이터 생성자(data generators), 데이터 서비스업자(data services), 데
이터 비즈니스 이용자(data business users), 최종 소비자(end customers)
22) [그림 2-1]에서 구분한 정보로서의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비효용을 낳는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이론 모형을 통해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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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해 볼 수 있다.23)
데이터의 생성자는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행위자로 여
기에는 인간과 비인간(기계)이 포함된다. 데이터 경제에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
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데이터를 수집ㆍ기록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처리와
전송 또는 공급을 하는 데이터 서비스업자가 중요한 행위자로 포함된다. 데이
터는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에게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인간에 의해 생성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데이터 서비스업자)가 데이
터 생성자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제품ㆍ서비스 구매 시 가격할인 등
일정한 보상을 한다. 데이터 경제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서,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이용자가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과 공공
기관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의 또 다른 행위자로 교통정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같은 최종 소비자가 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기존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창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
을 증진시킬 수 있다(EPSC). 다시 말해서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서비스업자
간에, 데이터 서비스업자와 데이터 비즈니스 이용자 및 최종 소비자 간에 전송
이 제한되는 경우 데이터 경제의 주요 특징이자 이점이 되고 있는 수확체증/규
모의 경제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
집ㆍ처리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서비스업자가 독점적으로 그것
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이용자에게 높은 요금 또는 차별적 요금 등을 요구함으
로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자유로운 데이터의 활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
나 특정한 목적하에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는 등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23) European Political Strategy Centre(2017), pp. 5-8 참고.

40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도 데이터 서비스업자로부터 데이터 이용자 간의 데이터 흐름은 제한된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해킹과 같은 데이터 보안 자체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다른 데이터 소스와 비교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비익명화
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익명화에 대한 불신 등도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을 제
한한다.
개인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개인(individuals),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대로 또는 체계화 등 부분 처리를 하는 데이터 수집자(data
collectors),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ㆍ분석하여 정보로 만드는 데이터 브로커
(data brokers), 정보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정보를 만들거나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데이터 이용자(data users), 개인 데이터 시장을 규율하는 데이터
보호자(data protectors)로 체계화하는 방식을 통해 그 구성을 이해해 볼
수 있다.24) 여기에서 데이터 수집자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개인에 대
한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또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은 데이터 사용자가 제공하는
광고를 소비하는 대가로 직간접적인 보상을 받기도 한다. 데이터 수집자
는 수집해서 부분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가. 데이터 관련 통계 분석
데이터 경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제

24) World Bank(2019), pp. 52-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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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나 각국의 통계당국들도 데이터 경제 통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데이터 자체의 규모나 이동 현황은
물론 데이터와 관련된 고용 및 산업,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데
이터 경제의 제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데이터의 생성이나 저장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의 대부분은 IDC,
Cisco Systems, Wikibon 등과 같은 민간 기관이 조사한 자료이며, UNCTAD,
OECD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이들 민간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25) 데
이터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EU가 실시한 조사가 있으나 동 자료는 EU 중심의
현황을 다루고 있고, 데이터 경제, 데이터 기업, 데이터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
의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어 데이터 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국
제 비교를 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26) AI 등 데이터 경제의 성장 동력
이 되는 관련 기술의 개발 등과 관련된 자료는 미국과 EU의 특허 당국은 물론
WIPO와 같은 국제기구가 수집을 시작했으며, OECD도 자체 조사결과와 다양
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이들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그 외에도 OECD는 회원
국들의 공공 데이터 현황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고, 스탠퍼드대학교의 AI
Index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World
Economic Forum은 4IR 관련 보고서와 통계를 발표해 디지털 경제의 이해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의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 통계자료는 제공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민간 조사 기관의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어 국내 데이터 산업의 제반 현황을 파악하는
25)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또는 데이터 경제 관련 보고서를 보면 IDC,
Cisco Systems, Wikibon 등이 제공하는 조사 및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UNCTAD 2019, OECD 2019, World Bank 2019 등 참고).
26) EU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관련 조사에서 IDC와 협력하여 제반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IDCㆍThe
Lisbon Council 2019 및 DATALANDSCAPE 웹사이트(http://datalandscape.eu/, 검색일: 2
019. 11. 1) 참고.

42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데 도움이 된다. 동 자료는 데이터 산업 및 관련 직무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하
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타국의 데이터 산업 분류 기준과 다른 협의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비교에 제약이 뒤따른다. 또한 동 조사는 최근 시행되고 있
기 때문에 장기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이지만 데이터 경
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반 현황과 데이터가 무역이나 성장 등 경제와 연관
되는 근거로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현황 등을 분석하여 주요국
과 한국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제시한다.

1) 데이터 생성 및 이용 현황
데이터 경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
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압축 및 전송 등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
하고, 세계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이 개발
ㆍ보급되면서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더
해 최근 개인용 무선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기기의 보급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AI를 이용하는
데이터의 수집ㆍ처리ㆍ분석 기술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데
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생성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적 근거는 많지 않다.
IDCㆍSeagateㆍ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
는 2010년 2제타바이트(zetabytes) 수준이었다(그림 2-2의 가 참고).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생성이
2010~17년 동안 연평균 44.3%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규모가 26제타바이
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향후 전망치를 보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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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데이터 생성 규모는 2017~25년 동안 연평균 2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생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
한 데이터의 저장도 증가하고 있다. Cisco Systems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센
터 저장 용량은 2015년 171엑사바이트에서 2017년 397엑사바이트로 연평균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생성되는 데이터 규모에 부응하여
데이터 센터의 저장 용량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2-2의 나 참고). 한편 [그림 2-2]의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에 비해 저장되는 데이터 양은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생성된 데이터 중 대부분은 이용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데이터 경제의 폐기물로 전락되어 소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으로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를 수집, 처리,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저장되는 데이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2. 세계 데이터 생성 및 저장 규모
가. 세계 데이터 생성 규모

나. 세계 데이터 센터 저장 용량

(단위: 제타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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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가)는 IDE, Seagate, Statista의 자료를 인용한 Statista 통계자료 “Information created globally 2010-2025(검
색일: 2019. 10. 28)”를 참고; (나)는 Cisco Systems의 자료를 인용한 Statista 통계자료 “Data center storage
capacity used worldwide 2015-2021”(검색일: 2019. 10. 2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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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 풀이 조성되고, 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점점 더 용
이해지면서 데이터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연간 기준)은 2011년 2,566엑사바이트
에서 2017년 9,087엑사바이트로 연평균 28.8%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
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8.4% 감소한 반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47.4%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세계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은 2017~21년 동안 연평균 22.6% 증가하
여 2021년에는 20,555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
는 대부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 증가에 의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 세계 데이터 센터 IP 트래픽 현황 및 전망
(단위: 연간 엑사바이트(exa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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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isco Systems, “Cisco Global Cloud Index 2018,” p. 10의 자료를 인용한 Statista 통계자료 “Global data
center IP traffic from 2012 to 2021, by data center type”(검색일: 2019. 10. 25)을 참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 현황(2018년 월간 기준)을 살펴보면, 소
비자의 IP 트래픽 중 66.7%가 인터넷 접속에 의한 것이며, 그다음이 VOD 등
을 포함하는 Managed IP(20.9%), 모바일 데이터(12.4%)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터넷 트래픽의 75.5%는 인터넷 비디오에 의한 것이었으
며, 그다음은 웹ㆍ이메일ㆍ데이터(14.7%), 파일 공유(6.9%),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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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베이를 통해 조사된 2018년 세계 기업의 데이터
이용 현황(산업별)을 보면 기타 산업의 비중이 24.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제조업(20.9%), 유통(12.9%), 금융(12.1%), 통신ㆍ전기ㆍ가스ㆍ수도(9.1%),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7.5%), 보건(7.1%), 운송(4.2%), 광업(1.6%) 순서로 데
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소비자 및 기업의 데이터 이용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가. 소비자 IP 트래픽

나.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

모바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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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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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의 데이터 이용(산업별)

온라인 게임, 2.9
기타
24.7

웹·이메일·데이터
14.7
Managed IP
20.9

인터넷
66.7

금융업
12.1
제조업
20.7

광업, 1.6
인터넷 비디오
75.5

운송, 4.2
통신·전기·가스·수도
9.1

유통
12.9

보건업, 7.1
미디어·엔터테인먼트, 7.5

주: 소비자의 IP 트래픽 및 인터넷 트래픽은 2018년 월간 기준 현황이며, 기업의 데이터 이용(산업별)은 연간 기준 현황임.
자료: Cisco Systems,“Cisco Global Cloud Index 2018”의 자료를 인용한 Statista 통계자료 “Global consumer
IP traffic by connection 2017-2022,” “Global consumer internet subsegment traffic 2017-2022,” “Total
Enterprise datasphere size by industry worldwide 2018”을 참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5).

2) 데이터 시장 규모
세계 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IDC의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Big
Data and Business Analytics Solutions) 산업의 매출액(revenue) 조사 및
전망 자료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바, 이 연구에서도 이를 기초로 동 시장 규모를
가늠해 본다. 아울러 최근 EU가 EU(개별 회원국 포함)와 미국 등 주요국의 데
이터 산업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한국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등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들 통계를 함께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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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9년 세계 데이터 산업 매출 전망

가. 세계 데이터 산업의 국별 비중

나. 세계 데이터 산업의 산업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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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1.6%

전문서비스
8.2%

독일 4%
중국 4%
영국 5%
일본 5%

이산 제조업
(Discrete manufacturing)
11.3%

정부서비스
6.8%

공정 제조업
(Process manufacturing)
8.2%

자료: IDC(2019) 및 이를 인용한 Statista의 “Big data and business analytics market distribution worldwide
2019, by industry” 참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8).

먼저 미국의 IDC는 2018년 세계 데이터 산업27)의 매출이 1,688억 달
러에 이르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891억 달러로 예상
하고 있다. 또한 세계 데이터 산업의 매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13.2% 성
장하여 그 규모가 2,7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8)
국별로 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데이터 산업 규모가 약 1,000억 달러로 세
계 데이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그 외에 일본(96억 달러, 5.1%)과 영국(92억 달러, 4.9%), 중국(82억 달러,
4.3%), 독일(76억 달러, 4.0%) 등의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29) 또한
2019년 세계 데이터 산업의 매출에서 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3.9%로
예상되었으며, 그 외에 이산 제조업(discrete manufacturing)은 11.3%, 전문
서비스가 8.2%, 공정 제조업(Process manufacturing)이 8.2%, 정부서비스
가 6.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30)
27) IDC는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Big Data and Business Analytics Solutions) 산업
의 매출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28) IDC(2019) 및 이를 인용한 Statista의 “Big data and business analytics revenue worldwide 2015
-2022”(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8) 참고.
29) IDC(2019) 참고.
30) IDC(2019) 및 이를 인용한 Statista의 “Big data and business analytics market distribution worl

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 47

EU는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EU 데이터 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과 2019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
다.31)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32)의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3년 474억 유
로에서 2018년 716억 유로로 연평균 8.6%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에는 그 규모가 778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
다. 또한 동 조사에서 예측한 2025년 EU 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최소 930
억 유로에서 최대 1,416억 유로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6. 주요국의 데이터 시장 규모
(단위: 억 유로)
1,800

1,622

1,600

1,470

1,400
1,000

1,292

1,155

1,200

1,039

972

800
600
400
200
0

474

509

230
78 47

2013

255

240

222

106

89 53

2014

2015
미국

EU

10760

53

2016
일본

한국

716

653

595

544

267
11270

2017

293
117 76

2018

브라질

주: 한국의 자료는 원화 기준 원자료를 한국은행의 원/유로 환율(매매기준율, 평균자료)을 적용하여 유로화로 전환함.
자료: DATALANDSCAPE 웹사이트(http://datalandscape.eu/, 검색일: 2019. 10. 5); “Second Report on Facts and Figures:
Updating the European Data Market Monitoring Tool” 및 첨부 Dataset의 INDICATOR 4.1: MEASUREMENT OF
DATA MARKET과 INTERNATIONALS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p. 62 참고.

dwide 2019, by industry”(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8) 참고.
31) 동 조사 결과는 DATALANDSCAPE 웹사이트에 발표되고 있다. http://datalandscape.eu/(검색
일: 2019. 10. 5) 참고. 동 조사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EU 역내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DC가 고안한 유럽 데이터 시장 모니터링 툴(The updated European Data
Market Monitoring Tool)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문가 수, 데이터 기업 수, 데이터 기업의 수익, 데이
터 시장 규모, 데이터 경제의 규모, 데이터 기술 격차를 조사하고 있고, IDC와 The Lisbon Council
이 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p. 15 참고.
32) 여기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EU28을 EU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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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국의 데이터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의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3~18년 동안 연평균 10.8% 성장하여 2018년에 그 규
모가 1,622억 유로(EU의 데이터 시장 규모 대비 2.3배)에 이르렀다. 일본의 데
이터 시장은 같은 기간 미국, EU, 브라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기
록하면서 2018년 시장 규모가 293억 유로를 나타내었다. 브라질의 경우 2018
년 데이터 시장 규모가 76억 유로로 미국 시장 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데이터 산업 시장은 2013년 78억 유로에서 2018년 117억 유로
로 2013~18년 동안 연평균 8.5% 성장을 기록했다.33) 주요국 대비 한국 데이
터 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3년의 경우 미국 대비 8.0%, EU 대비 16.4% 수준
이었으나, 2013~18년 동안 미국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보임에 따
라 2018년에는 미국시장 대비 한국시장의 규모는 7.2%로 감소했다.
주요국의 데이터 시장 성장 추세(표 2-5 참고)를 보면 미국시장은 2015년
이래로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EU도 2016년부터 매년
10%에 가까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일본은 비교 대상 주요국 중
2013~18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연평균 4.9% 성장)을 기록하며, 브라질의 경
우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13~18년 동안 연평균 10.1% 성장
이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에는 비교대
표 2-5. 주요국의 데이터 시장 성장 추세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연평균 증가율

미국

6.9

11.1

11.8

13.8

10.3

10.8

EU

7.3

6.8

9.5

9.7

9.7

8.6

일본

-3.4

8.0

6.2

4.7

9.6

4.9

한국

14.6

19.4

0.7

4.9

3.8

8.5

브라질

12.5

-0.3

14.7

15.7

8.5

10.1

자료: [그림 2-6]과 동일.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p. 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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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2014년 14.6% 성장, 2015년 19.4% 성장)을 보이
지만 2016년부터는 여타 국가에 비해 시장의 성장이 크게 둔화된 양상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시장의 부분집합이 되는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자.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8년 420억 달러로 전년대비 20.0% 성장했고,
2014~18년 동안 연평균 23.1% 늘어났다. WikibonㆍSiliconANGLE에 따르면
그동안 높은 성장을 보인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향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어
2018~27년 동안 연평균 1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34) 한편, 한국의 빅데
이터 시장 규모는 2014년 1.9억 달러에서 2018년 5.3억 달러로 2014~18년 동
안 세계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29.1%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세계 빅데이터 시장에서 한국시장
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2-7. 세계 및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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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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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좌, 억달러)

2016
한국(좌, 억달러)

2017

5.3

0.0

2018

한국비중(우, %)

주: 1) 세계 및 한국의 2018년 시장규모는 전망치 또는 추정치임.
2) 한국의 자료는 원화 기준 원자료를 한국은행의 원/미국달러 환율(매매기준율, 평균자료)을 적용하여 달러화로 전환함.
자료: Statista의 “Forecast revenue big data market worldwide 2011-2027”(검색일: 2019. 10. 2) 및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p. 162.
34) Wikibon․SiliconANGLE의 자료를 인용한 Statista의 통계자료 “Forecast revenue big data mar
ket worldwide 2011-2027”(검색일: 2019. 10.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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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규모

IDCㆍThe Lisbon Council이 실시한 조사에는 그동안 여타 기관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데이터 경제의
현황에 대한 통계가 조사ㆍ제시되어 있다. 동 자료에는 데이터 경제의 직접효과(direct impacts),
후방효과(backward impacts), 전방효과(forward impacts), 유발효과(induced impacts)를 제시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데이터 경제의 규모(data economy value(total impacts))를 제시하고 있다.
동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EU 데이터 경제의 규모 및 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EU
데이터 경제의 규모는 246,840백만 유로로 EU GDP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후 EU 데이터 경제의 성장(연평균 8.8% 증가)이 GDP 성장(연평균 2.1% 증가)보다 빠
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2018년 EU의 데이터 경제 규모가 376,925백만 유로로 EU GDP의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8~20년에는 연평균 12.5% 성장하여 2020년의 EU 데
이터 경제 규모는 477,297백만 유로(EU GDP 대비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20~25년 동안에는 EU 데이터 경제 규모가 연평균 2.7~17.2% 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5%에서 최대 6.3%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데이터 경제 규모
(단위: 억 유로)
2020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5 전망

기본

보수적

기본

고성장

전망

전망

전망

전망

데이터 경제 규모 2,468.4 2,575.9 2,856.3 2,999.9 3,366.0 3,769.3 4,773.0

5,455.0

6,801.5

10,538.4

(GDP 비중)

1.9%

1.9%

2.0%

2.2%

2.4%

2.6%

3.2%

3.5%

4.2%

6.3%

직접효과

441.1

489.0

520.9

535.1

652.9

715.9

777.7

930.3

1,061.3

1,416.0

(GDP 비중)

0.3%

0.4%

0.4%

0.4%

0.5%

0.5%

0.5%

0.6%

0.7%

0.8%

후방효과

16.7

19.9

22.6

27.8

33.2

39.7

57.8

60.4

78.6

119.3

(GDP 비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2,345.4

2,809.7

4,311.8

1.5%

1.7%

2.6%

2,119.0

2,851.9

4,691.3

1.3%

1.8%

2.8%

전방효과 1,380.4 1,401.2 1,584.3 1,639.9 1,687.1 1,762.3 1,930.8
(GDP 비중)

1.1%

1.0%

1.1%

1.2%

1.2%

유발효과

630.2

665.8

728.5

797.1

992.9

(GDP 비중)

0.5%

0.5%

0.5%

0.6%

0.7%

1.2%

1.3%

1,251.3 2,006.6
0.9%

1.3%

주: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효과는 데이터 공급자가 생성하여 판매한 데이터 비즈니스로부터 거둔 수익으로
데이터 시장 규모와 같으며, 후방효과와 전방효과는 데이터 공급 업체가 그 회사의 공급망에 의해 발생된
경제적 활동의 크기로 이를 간접효과라고 칭하고 있음. 유발효과(induced impacts)는 2차 효과로 경제 전체에
발생한 경제적 효과를 의미함.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p. 24 참고.
자료: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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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공급기업 현황
세계 데이터 공급기업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유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통계는 IDCㆍThe Lisbon Council(2019)에 의
해 수행된 조사에 제시되어 있는 EU, 미국, 일본, 브라질의 현황이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국의 데이터 공급기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데
이터산업진흥원(2019)은 데이터 시장에서 공급기업들의 매출 현황을 조사ㆍ
발표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 공급기업의 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한국의 데이터 공급기업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ㆍ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의 데이터 산업 분류를 참고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ICT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한편,
Wikibon은 데이터 산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의 주요 벤더의
매출 현황 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이를 일부 소개한다.
IDCㆍThe Lisbon Council(2019)의 조사에서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한정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의 생산 및 공급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35)
따라서 동 개념은 ICT 분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현황은 ICT 기업의 전체 수
(광의)를 제시하였고, 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수(협의)를 별도
로 포함했다.36)
IDCㆍThe Lisbon Council(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데이터
공급기업 수는 30만 8,943개로 EU 전체의 데이터 공급기업 수보다 많았으며,
2013~18년 동안 연평균 2.5% 증가했다. EU의 경우 2018년 기준 28만

35)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pp. 79-80 참고.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의 데이터 산업 분류를 기초로 ICT 산업 중 정보
서비스업,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T서비스 제공업을 협의의 데이터 공급자로 설정하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pp. 30~36 및 통계청 제공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ICT실태조사」(검색일: 2019. 11. 9)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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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개의 기업이 데이터 공급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3~18
년 동안 동 분야의 기업 수가 연평균 3.4% 증가하여 미국, 일본, 브라질보다 높
은 증가율을 보인다. 그 외의 국가를 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데이터 공급기
업 수는 10만 5,103개이며, 브라질은 3만 7,344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와 유사한 기준(광의)에서 데이터 공급기업 수는 2017년 기준 3
만 5,549개로 주요국 중 기업 수가 가장 적다. 그러나 검토 대상기간의 기업 수
증가율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서비스 공급기업(협의) 수를 보면 2017년 기준 2만
1,560개이며, 2013~17년 동안 기업 수가 연평균 7.1% 증가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데이터 솔루션 기업이
2,130개, 데이터 구축ㆍ컨설팅 기업이 2,671개, 데이터 서비스 기업이
2,352개로 총 7,153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7)

표 2-6. 주요국의 데이터 공급기업 수
(단위: 개,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연평균 증가율

미국

273,535 277,821 283,340 289,556 303,552 308,943

2.5

EU

239,845 243,600 249,100 261,450 271,700 283,100

3.4

일본

95,705

95,919

99,001 101,612 104,587 105,103

1.9

브라질

34,346

34,840

35,456

35,979

36,906

37,344

1.7

광의1)

29,978

34,342

35,020

35,247

35,549

n.a.

4.42

협의1)

16,394

19,629

20,632

21,219

21,560

n.a.

7.12

한국

주: 1) 광의는 ICT 산업을 포괄하며, 협의는 하위 분야에서 ICT 산업에서 정보서비스업,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T서비스 제공업을 포함함.
2) 2013~17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검색일: 2019. 11. 9) 참고.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p. 224 표 A-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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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bon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최대 기업은 IBM으로 2017년 매
출액 기준 비중이 7.6%를 차지한다. IBM의 매출은 2014~17년 동안 연평균
14.5%의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에서 IBM 외의 주요 기업은
Splunk(3.6%), Dell(3.5%), Oracle(3.3%), AWS(3.0%) 등이다.

표 2-7. 세계 주요 빅데이터 기업(매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4
IBM

2015

2016

2014~17

2017

연평균 증가율

1,771

2,104

2,287

2,657

14.5

Splunk

451

644

950

1,240

40.1

Dell

418

489

1,047

1,225

43.1

Oracle

628

745

904

1,148

22.3

AWS

-

-

649

1,038

Accenture

390

507

684

889

31.6

Palantir

544

672

600

762

11.9

SAP

720

890

520

661

-2.8

HPE

578

680

547

640

3.5

Microsoft

289

396

410

574

25.7

Cloudera

-

-

260

368

Teradata

288

432

-

-

Pivotal
기타

159

-

-

-

16,255

15,046

19,242

23,697

13.4

자료: Wikibon의 자료를 인용한 Statista의 통계자료 “Leading big data vendors in 2014-2017, by revenue”(검색일:
2019. 10. 28) 참고.

세계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서비스 최대 기업은 IBM으로 서비스 판매 매출
액이 2017년 기준 17.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동 분야에서 그 외의 주요 기
업은 Accenture, Dell, Palantir, Teradata 등이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하드웨어 분야 최대 기업은 Dell로 2017년 매출액이 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Dell 이외에도 HPE, AWS, IBM, Cisco Systems, Oracle 등이 세계 빅데이
터 시장의 하드웨어 공급에서 주요 사업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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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세계 주요 빅데이터 전문서비스 및 하드웨어 기업(매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15
IBM

전문
서비스

하드웨어

2016

2015~17

2017

연평균 증가율

1,234

1,498

1,723

18.2

Accenture

507

684

889

32.4

Dell

308

373

325

2.7

Palantir

202

269

323

26.5

Teradata

191

258

248

13.9

CapGemini

160

215

208

14.0

Deloitte

153

206

199

14.0

기타

6,345

7,597

9,786

24.2

Dell*

688

776

900

14.4

HPE

456

472

547

9.5

AWS

268

499

738

65.9

IBM

378

199

227

-22.5

Cisco Systems

293

344

361

11.0

Oracle

159

191

222

18.2

NetApp
기타

81

89

103

12.8

4,977

6,231

7,402

22.0

자료: Wikibon의 자료를 인용한 Statista의 통계자료 “Professional services: Leading big data vendor revenue
2015-2017”(검색일: 2019. 10. 26) 및 “Leading vendors big data hardware revenue worldwide
2015-2017”(검색일: 2019. 10. 26) 참고.

한편, IDCㆍThe Lisbon Council(2019)은 데이터 경제의 진전에 따른 EU
기업의 데이터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EU 역내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수요 기업은 2013년 63만 3,000개 사(6.2%)에서 2018년 71만
5,000개 사(6.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경제가 더 확
대되면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
년, 7.2~8.0%로 전망). 산업별로 보면, 2018년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
중 전문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26.4%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광업ㆍ제조업
(17.2%), 운송ㆍ창고(12.4%), 도소매(12.3%), 정보통신(11.1%) 등이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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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18년 동안 분야별 사용기업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정보통신(4.6%), 유틸리티(4.2%), 전문서비스(3.1%), 건설(2.7%),
운송ㆍ창고(2.6%), 도소매(2.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표 2-9. EU 역내의 데이터 사용기업 현황
(단위: 천 개, %)

2013
데이터 사용기업

2014

2015

2016

2017

2018

633.6

642.7

650.8

676.2

691.5

715.0

(비중 A)

6.2

6.3

6.3

6.5

6.6

6.8

건설

40.4

42.2

42.7

44.0

45.0

46.2

(비중 B)

6.4

6.6

6.6

6.5

6.5

6.5

교육

16.0

13.2

13.4

13.6

13.8

14.3

(비중 B)

2.5

2.0

2.1

2.0

2.0

2.0

금융

40.8

37.6

38.1

38.9

40.0

41.3

(비중 B)

6.4

5.9

5.9

5.8

5.8

5.8

보건

33.6

28.5

28.9

29.5

30.2

31.3

(비중 B)

5.3

4.4

4.4

4.4

4.4

4.4

정보통신

63.5

69.8

70.9

74.6

76.7

79.4

(비중 B)

10.0

10.9

10.9

11.0

11.1

11.1

광업ㆍ제조업

110.1

109.9

111.1

116.7

119.4

123.1

(비중 B)

17.4

17.1

17.1

17.3

17.3

17.2

전문서비스

162.1

169.4

171.7

178.6

181.9

188.6

(비중 B)

25.6

26.3

26.4

26.4

26.3

26.4

도소매

77.7

79.7

80.6

83.2

85.3

88.2

(비중 B)

12.3

12.4

12.4

12.3

12.3

12.3

운송ㆍ창고

77.6

79.7

80.5

83.5

85.4

88.4

(비중 B)

12.2

12.4

12.4

12.3

12.3

12.4

유틸리티

11.9

13.0

13.1

13.8

14.0

14.6

(비중 B)

1.9

2.0

2.0

2.0

2.0

2.0

2013~18
연평균 증가율
2.4

2.7

-2.3

0.2

-1.4

4.6

2.2

3.1

2.6

2.6

4.2

주: 비중 A는 EU 역내의 모든 기업 중 데이터 사용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비중 B는 데이터 사용기업에서
각 분야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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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데이터 공개와 한국의 현황
공공 데이터의 제공 현황은 정부의 데이터 제공과 이를 포괄하는 공공 데이
터 제공 현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OECD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 및 활용ㆍ
재활용 수준을 종합하여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OECD의 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OURdata) Index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
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부 데이터 공개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다. 그
외에 프랑스, 일본, 콜롬비아, 영국,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오스트리아, 핀란
드, 네덜란드, 미국 등이 상위를 차지한다. OURdata Index는 데이터의 유용
성, 데이터의 접근성,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평가하여 종합 지수
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유용성(0.32)과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
부의 지원(0.33) 항목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을 나타낸다. 반면,
데이터의 접근성은 오스트리아(0.32)가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이 프랑스
(0.31), 콜롬비아(0.30), 한국(0.29), 영국(0.28)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
다. OECD 국가 평균은 데이터 유용성이 0.18, 데이터 접근성이 0.21,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0.15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다.
그림 2-8. 정부 데이터 공개ㆍ제공 현황(OECD OURdata Index,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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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Open Government Data Report: Enhancing Policy Maturity for Sustainable Impact”;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5847-en 자료
를 인용한 OECD(2019), p. 15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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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OECD의 데이터 재활
용 지원 지표(Useful government data, 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38) 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
성화를 위한 계획과 파트너십, 정부 데이터 장려 계획, 모니터링 모두에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해 있고, 종합평가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 외에 멕시코, 호주, 스페인,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
아, 핀란드, 영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협
력(partnership)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우수한 평가(0.33)를 받고 있
고, 그다음이 멕시코(0.32), 영국(0.30), 프랑스와 핀란드(0.29), 스페인(0.28)
등이 상위권을 보이고 있다. 정부 데이터 장려 계획에서는 한국과 일본 및 핀란드
가 0.33으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멕시코와 호주(0.30), 스페인과
오스트리아(0.29), 영국과 콜롬비아(0.28)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보인
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한국(0.33)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프랑스(0026), 호주(0.24), 스페인(0.23) 등이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9.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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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9), Figure 5.5.2. Useful government data, 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2017 인용.
38) 데이터 재활용 지표는 서로 다른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데이터 활성화 계
획 및 파트너십, 공무원이 공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데이터 처리/분별(literacy)
계획, 그리고 공공부문 성과 및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작
성된다. OECD(2019), p. 152의 정의 내용 참고.

58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오픈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 평가는 Global Open Data Index를 통
해 제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동 자료에서는 한국이 제외되어 있어 우리나라
와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Global Open Data Index는 오픈 데이터와 관
련된 정부 예산, 국가 통계, 법률의 입안, 선거 결과 등 15가지 항목을 평가하
고 종합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39) 동 자료에 따르면 오픈 데이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와 영국(79)이며, 그 외에 프랑스(70), 캐나다와 핀란드 및 노
르웨이(69), 브라질과 뉴질랜드(68), 덴마크와 멕시코 및 미국(65), 라트비아
(64), 일본(61)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오픈 데이터 지수에서 상위
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앞서 살펴본 OECD의 OURdata Index와 데이
터 재활용 지원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오픈 데이터
지수가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0. 세계 오픈 데이터 지수(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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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Open Data Index(https://index.okfn.org/)의 자료를 사용한 OECD(2019), p. 153 자료 부문 인용.

39) Global Open Data Index, Dataset overview(https://index.okfn.org/dataset/, 검색일: 2019.
11. 10)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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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1)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수
데이터 경제의 진전 속에서 AI 분야의 기술 발전도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1990년 대비 2016년에 전체 특허 건수는 3.0
배 증가한 것에 비해 AI 분야의 특허 건수는 10.7배 증가했는데, 동 분야의 특
허 수 증가는 2010년대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이 조사한 4차 산업혁명(4IR) 관련 특허 현황을 살
펴보더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동 분야의 특허 등록 건수가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전 기간보다 높은 증가 양상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EPO에 따르면 4IR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1,000건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 5,000건을 상회한다.

그림 2-11. 혁신기술 관련 특허 현황
가. AI 분야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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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AI 분야 특허 현황은 1990년의 전체 및 AI 관련 특허 건수를 1로 보고 지수화한 값임.
2) 4IR 관련 특허 현황은 EPO가 4IR 분야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추계한 특허 등록 건수임.
자료: OECD, STI Micro-data Lab: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http://oe.cd/ipstats, January 2019 자료를
인용한 OECD(2019), p. 32의 자료 및 European Patent Office(2017), pp. 94-97 Figure 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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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기술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디지털 경제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AI 관련 기술의 64.6%가 컴퓨터 기술에 응용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시청각 기술(6.7%), IT 도구(4.9%), 의료 기술
(4.1%), 통제(3.6%), 측정(3.1%), 디지털 통신(3.1%), 통신(2.1%), 운송(1.9%)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아울러 AI가 접목되는 주요 기술을 보면 패
턴인식이 1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이미지 분석(9.1%),
디지털 컴퓨팅 도구(8.4%), 생물학적 모델용 알고리즘(5.2%), 음성인식
(4.3%), 지식기반 모델용 알고리즘(3.6%), 텔레비전 시스템(3.3%), 디지털 데
이터 전송(2.9%) 등의 기술과 많이 접목되고 있다. 2012~16년 동안의 현황을
보면 AI 관련 기술의 대부분은 컴퓨터 기술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응용
된 기술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우리의 경제ㆍ사회를 변화시키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12.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주요 응용분야 및 접목기술 현황(2012~16년)
나. AI 접목 주요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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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 나에서 텔레비전시스템은 시청각 기술, 관리 데이터 처리와 거래/전자상거래는 IT 도구, 문서전송은 통신 응용
분야이며, 그 외 패턴인식 등 대부분은 컴퓨터 기술 응용 분야임.
자료: OECD, STI Micro-data Lab: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http://oe.cd/ipstats, January 2019 자료를
인용한 OECD(2019), p. 33의 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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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관련 논문, 투자 및 도입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기술혁신을 이끄는 연구가 증가
하고 관련 지식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OECD
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논문을 포함하는 과학 출판물의 증가 추세보다 AI
관련 과학 출판물이 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대비 2016
년 과학 출판물 전체는 약 1.5배 증가한 반면, 지난 10년 동안 AI 관련 과학 출
판물은 약 2.5배 증가했고, 2010년대 들어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I 관련 과학 출판물의 국별 비중을 보면, 2006년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24.5%, EU의 비중이 24.2%, 미국의 비중이 17.8%였는데, 2016년에는 중국
과 기타의 비중이 각각 2.6%p와 8.5%p 증가한 반면, EU와 미국은 각각
5.2%p와 5.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다른 과학 연구보다 AI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기타 국가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인공지능 관련 과학 출판물 현황
가. AI 관련 과학 출판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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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I 관련 논문은 Elsevier사의 AI 분류 기준에 따름.
자료: Elsevier사의 Scopus Custom Data를 이용한 OECD 추계 결과(OECD 2019, p. 3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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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미국 외 주요 대학의 AI 및 ML 과정 이수자 현황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17
연평균 증가율

중국 칭화대학교

48

26

101

164

133

384

51.6

멕시코 INAOE

11

23

23

25

27

35

26.0

캐나다 UBC대학교

344

302

383

421

547

895

21.1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127

264

323

622

826

1,017

51.6

오스트리아 TU Wien

274

317

277

308

352

447

10.3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151

139

247

291

368

365

19.3

스위스 EPFL

80

122

110

162

190

155

14.1

캐나다 MILA

36

60

0

66

84

129

29.1

자료: AI Index(https://aiindex.org/), The 2018 AI Index report 및 원자료 DB 참고(검색일: 2019. 7. 17).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AI나
기계학습(ML: machine learning) 전공자 배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AI Index에 따르면 2012~17년 동안 미국 외의 주요 대학에서
AI나 ML 과정 이수자가 높은 증가를 나타낸다.40)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경우 동 분야 과정 이수자가 2012년 127명에서 2017년 1,017명으로 연평균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중국 칭화대학교도 2017년 AI 및 ML
과정 이수자가 384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같은 기간 동안 51.6%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타 국가에서도 절대적인 인원과 증가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만 2012~17년 동안 과정 이수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4IR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설비로 로
봇을 도입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AI Index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로
봇 설치는 2012년 15만 9,346건에서 2017년 38만 1,335건으로 2012~17년
동안 연평균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근(2015~17년)에는 더
40) AI Index(https://aiindex.org/), The 2018 AI Index report 및 원자료 DB 참고(검색일: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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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로봇 설치가 2012년
2만 2,987건(14.4%)에서 2017년 13만 7,920건(36.2%)으로 연평균 43.1%
증가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설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9,424건
(12.2%)에서 3만 9,732건(10.4%)으로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나, 중국이
매우 높은 증가를 보임에 따라 세계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
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로봇의 설치가 가장 많이 이루
어진 국가는 중국(36.2%)이며, 그다음으로 유럽(17.4%), 일본(11.9%), 북미
(11.4%), 한국(10.4%)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국 외의 기타 국가에
서는 로봇의 설치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11. 주요국의 로봇 설치 현황
(단위: 건, %)

북미

중국

일본

한국

유럽

기타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6,269

28,668

31,029

36,444

39,671

43,529

16.5

16.1

13.5

14.4

13.5

11.4

22,987

36,560

57,096

68,556

87,000

137,920

14.4

20.5

24.9

27.0

29.6

36.2

28,680

25,110

29,297

35,023

38,586

45,566

18.0

14.1

12.8

13.8

13.1

11.9

19,424

21,307

24,721

38,285

41,373

39,732

12.2

12.0

10.8

15.1

14.1

10.4

29,834

30,409

33,616

50,073

56,043

66,259

18.7

17.1

14.7

19.7

19.0

17.4

32,152

36,078

53,502

25,367

31,639

48,329

20.2

20.3

23.3

10.0

10.8

12.7

159,346

178,132

229,261

253,748

294,312

381,335

2012~17
연평균 증가율
10.6

43.1

9.7

15.4

17.3

8.5

19.1

자료: AI Index(https://aiindex.org/), The 2018 AI Index report 및 원자료 DB 참고(검색일: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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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관련 종사자
데이터 경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데이터 기업 수가 증가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데이터 전문가 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는 데이터 산업 분류가 데이터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를 포괄하고 있
어 데이터 전문가만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야의 인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동 자료를 참고했다.

표 2-12. 주요국의 데이터 전문가 현황
(단위: 천 명, %)

2013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5,772

5,818

6,005

6,187

6,666

7,226

3.0

3.0

3.1

3.1

3.3

3.4

9,931

10,457

11,636

12,732

13,857

14,497

6.9

7.1

7.8

8.4

9.0

9.3

3,353

3,344

3,613

3,740

4,045

4,111

5.3

5.3

5.7

5.8

6.2

6.3

1,006

1,031

1,026

1,160

1,175

1,167

고용 비중

2.1

2.1

2.1

1.8

1.8

1.8

수

n.a.

n.a.

100

102

109

118

2013~18
연평균 증가율
4.6

EU
고용 비중
수

7.9

미국
고용 비중
수

4.2

일본
고용 비중
수

3.0

브라질
한국

5.4

주: 1) EU, 미국, 일본, 브라질의 경우 데이터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의 인력을 포괄하며, 한국의 경우 데이터 산업
및 여타 산업의 데이터 직무 인력만을 포함함.
2) 한국의 경우 2015~18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IDCㆍThe Lisbon Council(2019)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p. 5 참고.

데이터 전문가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18년 기준 1,449만 7천
명에 이르고 미국 전체 고용인원 중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데이터 전문가 수는 2013~18년 동안 연평균 7.9% 증가하였는데, 여타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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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EU 역내의 데이터 전문가 수는 2013
년 577만 2,000명에서 2018년 722만 6,000명으로 연평균 4.6% 증가했으
며, 2018년 기준 EU 전체의 고용 인원에서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
후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EU 지역의 데이터 전문가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일본의 데이터 전문가 수는 2018년 기준 411만 1,000명으로 전
체 고용 인원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18년 동안 4.2%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데이터 전문가 수는 2018년 기준 116만 7,000
명으로 전체 고용에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데이터 전문
인력 증가는 여타 국가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산업 및 여타 산업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직무 인력
의 수가 2015년 10만 명에서 2018년 11만 8,000명으로 연평균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2-12]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전문인력은 다른 국가보
다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데이터 관련 산업 전체의 인력이 아
니라 데이터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만을 추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밝힌다.

4) 데이터 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에 따르면 4IR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하여 직업분류의 체계에도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41)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신-구 비교표(세분류)에 따르면 연구직 및 공
학기술직에서 새로운 직업이 다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기존 ‘응
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
프트웨어 전문가’로 다시 분류되며, 기존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도 ‘기계공
학 기술자 및 연구원’과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으로 나뉘어 집계됐다. 기존
41) 고용노동부(2017), p.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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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에서 없었던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가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소분류)’의 세분류 직업으로 신규 추가됐다.

표 2-13.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역할과 도태되는 역할의 사례

새로운 역할

도태되는 역할

- 데이터 분석자 및 과학자 AI 및 ML 전문가

- 데이터 입력 직원

- 일반ㆍ운영 관리자

- 회계, 부기, 급여 담당직원

- 빅데이터 전문가

- 비서

- 디지털 전환 전문가

- 조립 노동자, 공장 노동자

- 판매ㆍ마케팅 전문가

- 비즈니스 서비스 및 행정 관리자

- 신기술 전문가

- 회계사 및 감사

-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전문가 - 물자조사 및 재고조사 직원
-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분석자

- 일반ㆍ운영 관리자

- 정보기술 서비스 공급자

- 우편서비스 직원

- 공정 자동화 전문가

- 금융 분석가

- 혁신 전문가

- 회계출납 및 티켓 판매 직원

- 정보 보안 분석가

- 기계 및 기계류 수리자

-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 전문가

- 텔레마케터

- 사용자 경험 및 인간-기계 인터엑션 디자이너

- 전자ㆍ통신 설치 및 보수 담당자

-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 은행창구 직원 관련 사무종사자

- 로봇공학 전문가 및 엔지니어

- 자동차, 벤, 모터사이클 운전자

- 인문 전문가

- 판매ㆍ구매 중개인 및 브로커

- 서비스 및 솔루션 디자이너

- 방문판매 종사자, 신문판매자 및 가두판매자

-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

- 통계, 금융, 보험 사무종사자
- 법률가

주: 원자료에서 새로운 역할과 도태되는 역할에 중복 기재된 역할은 제외함.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8), p. 9, Table 3 부문 인용.

World Economic Forum(2018)도 4IR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
무, 기술개발 업무, AI나 로봇이 수행하기 어려운 창조적ㆍ감성적 업무 등은 새
롭게 주목받는 역할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AI나 로봇이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점차 도태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데이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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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과 소비 전반을 변화시켜 인력의 수급 구조를 재편시키는 결정적 계기
가 될 것이며,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도
태되는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 순조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ㆍ
훈련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부분은 시사점에서 조금 더 다룰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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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델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5. 소결

이 장에서는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술축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
터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균형 모델(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데
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장ㆍ단기 파급 경로를 분석한다. 즉, 동태적 일반균형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 이를 요소로 한 생산 활동과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
능을 고려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포함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
하는 산업에서 노동의 역할을 살피고, 이에 따른 생산요소 간의 소득분배를 살
펴본다. 또한 본 모형은 데이터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고
려하여 프라이버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로써 본 장의 동태적 일반균형 경제는 장ㆍ단기의 균형 성장경로를 보여주고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mechanism)를 제시할 수 있다. 구축한 모
델을 기초로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이론 분석과 데이터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의 경제 활동
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어 원시 데이터(raw data)가 생성된다. 원시 데이터는
동태적으로 축적되는데 원시 데이터 활용 간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가계
의 효용을 떨어뜨린다. 축적된 원시 데이터는 소비재의 생산에서 투입요소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 데이터(production data)와 기술개발에서 투입요소로 사
용하기 위한 기술 데이터(technology data)로 전환된다. 원시 데이터는 가계
는 물론 생산자에게 비배제적이며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원시 데이터는 가계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부정적 외부성(negative
spillover)과 최종재 생산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요소로서의 긍정적 외부성
(positive spillover)이라는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최종재는 노동, 생산 데이터, 물적 자산(physical capital)을 사용하여 생산
된다. 최종재 생산요소인 생산 데이터는 노동과의 대체성과 보완성에 따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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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장, 소득의 분배, 경제성장의 동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노동과 원시 데이터를 생산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
간의 대체/보완성은 요소소득 배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모형의 구성요소
다. 이를 통해 최종재에 투입되는 물적 자산이 다른 생산요소들과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의 다각적인 역할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최종재의 다른 요소인 물적 자산은 기술 발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
(variety)를 가지며, 최종재 생산자는 다양한 물적 자산을 조합하여 중간 생산
재 형태로서 생산에 투입한다. 기술 개발의 수준과 물적 자산의 연계는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서 차용한 것이다. 아울러 본 모델은 물적 자본의 역할을 확장
하여 최종재의 생산과정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물적 자본의 대체/호환성의 정
도가 각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최
종재 생산에 활용되는 물적 자산을 인공지능의 한 부분인 로봇이나 자동화
(automatics)의 역할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적 자산 간의 상호대체성과
호환성의 역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소유권의 중요성과 노동 가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독점력은 호환성에 의한 공급
과 수요 탄력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동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델의 특징을 살려 새로운 중간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R&D 산업도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한다. 현존하는 기
술의 비경합적 성격은 다음 세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데이터 문헌에 따
라) 기술 데이터는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기술 생산요소이며, 이를 통한 기술
의 생산함수는 발명의 방법을 위한 발명(IMI: invention for a method of
innovation)과 심화학습(deep learning)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소개한 R&D의 생산함수는 기술 데이터와 인공지
능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델처럼 본 모델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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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술이 개발되는 유인으로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이윤 추구, 이를 보
장해주는 지식재산권, 새로운 기술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시장 가격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에서 간단히 소개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델은 가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효과가 노동의 배분, 물적 자본의 축적, 생산과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할 수 있다. 즉, 가계의 개인적 정보가 프라이버시를 생산 활동과 연계한 것
이다. 본 모형을 통해 데이터가 장ㆍ단기의 경제성장과 소득의 불균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 문헌에서 밝히듯이 내생적 경제성장의 동력인 생
산요소나 기술개발이 체감하지 않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산(production) 기술
(technology)의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고 소비와 생산 활동의 외부성에 의
한 시장 실패와 그에 따라 잃게 되는 효용을 되찾기 위해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어떠한 경로로 노동과 조화하여 장기
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여러 산업에서 드러나는 데이터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고려하여 정책 시사점
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최근의 선행연구를 간략히 요약하
고 구축한 모델과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둘째, 데이터와 경제성장을 고려한 동
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한다. 셋째, 모델에서 제시한 성장 경로를 분석하고,
넷째, 장기에 초점을 맞춰 장기균형의 특징을 서술한다. 다섯째, 데이터 정책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기균형의 성질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모형
을 통해 포괄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72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1. 선행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나 소셜미디어 기업에서부터 기술개발 차원의 알
고리즘을 통한 심화학습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도
입ㆍ활용하는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최근의 학계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
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주제와 성격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데
이터에 의존하는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
의 틀이 아직은 빈약하고, 충분한 경험적 데이터의 부재에 따라 실증적 증거 또
한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부터 기존 선행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 장에서 다
루는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논문만을 선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데이터 경제
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최종재 생산함수와 지식 생산
함수 ∆인공지능과 경제성장 ∆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과 국제무역 등으로 나
누어 검토했다.
먼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다룬 기존 연구를 살펴보자. 데이터에는 소비
자의 ‘기호’와 ‘성향’은 물론 개인의 ‘능력’과 ‘판단/결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
되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이용되어 소비
자의 효용을 높이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학습
(machine-learning)을 구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반면에 기업과 산업
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실제로도 발생한 침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추세다.42) 특히 최근 정보기
술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고 정보 처리의 각
42) IBM(https://www.ibm.com, 검색일: 2019. 11. 14)이 2019년 7월 23일에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
해액을 추산하여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 건수의 40%가 해킹으로 발생한 것이고, 조사
에 참여한 한국의 26개 대기업도 평균 33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데이터 유출에 따른 대응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액도 증가했다. 데이터 침해(data breaching)에 대
한 정보는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data_breaches(온라인 검색일: 2019. 11. 1
4)에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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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떨어뜨렸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를 확대ㆍ심화한 측면이 크며 아울러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경제학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소
비자의 개인정보가 데이터화되며, 데이터화된 정보는 정보 상품(information
good)으로서 비배재성(non-excludable)과 비경합성(non-rival)을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표 2-3 참고). Varian(2018)이 제시한 데이터의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감안하여, Jones and Tonetti(2018)는 소비자가 데이터 소유권
을 갖는 것이 기업이 데이터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사회적 후생이 크다고
주장한다. 사회후생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기 위해 이들은 사회후생 극대화 문
제를 푼다. 경쟁시장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가계와 기업 중 누가 갖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이유는 데이터 소유권 유무에 따라 기업이 비경합적인
성격의 데이터를 독점하여 지대(rent)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의 크기 차이 때문이다.
위의 결과는 사뭇 직관적이지만 Jones and Tonetti(2018)가 설정한 모델
은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의 모형은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체
성이 누락되어 있고, 둘째, 경제성장에서 자본의 축적을 고려하지 않았고, 셋
째, 인공지능 기술이 데이터를 투입요소로서 사용하지 않으며, 넷째,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이나 지적 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들 모델에서 지
적할 수 있는 약점을 감안하여, 이 장에서 구축한 모형을 기초로 동태적 시장
경제와 이에 따른 사회후생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각 경제 주체
의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데이터의 생성이 인공지능 기술 산업에서 발생함을 고
려하면, Jones and Tonetti(2018)가 주장한 주요 결과인 ‘소비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가질 때의 사회 효용이 기업이 데이터 소유권을 가질 때보다 반드시
크다’라는 결론은 전복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생산성
을 높이는 데이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기술(algorithm), (본 보
고서의 모형에 고려한) 일상적인 노동, 지적 자산(human capital) 등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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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투입해야 한다. 그 결과로 데이터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요소로 사용되
는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Jones and Tonetti(2018)의 결과는 더 엄밀한 분석
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소비자 정보를 통하여 얻은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보적
인 단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대표적인 관
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Akerlof(1970)는 경제행위의 교환과 계약
의 관점에서 소비자 정보의 확산이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Akerlof(1970)
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비효용을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가
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측면을 강조한 Acquisti(2014)는 개인정보 유출
(breaching)과 신상 침해(identity theft) 등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치지만, 정작 소비자인 당사자는 정보 유출이나 신상 침해에 따라 발생
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함을 발견했다. 반면에, 기
업 행위에 초점을 맞춘 Swire and Litan(1998)은 기업이 정보 유출에서 발생
하는 소비자 수준의 비용은 외부화(externalized)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혜
택은 내부화(internalized)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서 얻은 데이터
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장
의 모델은 가계의 경제 활동을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은 가계의 비효용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비용이 소비, 저
축, 생산, 성장, 분배 등의 경제 지표에 반영되도록 설계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최종재 생산함수와 지식ㆍ기술 생산함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데이터가 경제에서 활용되는 측면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 수준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역할을 이해하고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보를 담은 데이터는 그 자체가 최종재 생
산을 위한 생산요소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 엔터테이닝(entertaining)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Varian 2018). 또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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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ㆍ기술 생산함수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데이터는 아이디어, 지식, 심화학습, 노하우(know-how -to-do-it), 조리
법(receipt)을 포함한 지식의 창출을 위한 직접적 요소다(Romer 1987). 정보
를 담고 있는 상품인 알고리즘(algorithm)도 데이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물적 자산으로 나타나며 이
를 로봇이나 자동화(인공지능의 한 형태) 등으로 해석하기로 한다(그림 2-1 참
고). 따라서 데이터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광범위하게 높임과 동시에 요소
간 대체효과로 자본의 축적과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최
종재와 지식창출의 생산요소로서의 데이터는 다른 생산요소들의 생산성
(marginal productivity)에 영향을 미치며, 각 생산요소 간 분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 주체의 소득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장의 모형은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취급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소득 (불)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다른 형태인 지식ㆍ기술함수는 경제성장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학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낙관론과 비관론
의 핵심을 좀 더 자세히 밝혀보려 한다.
주목컨대, Aghion, Jones, and Jones(2017)은 Baumol(1967)의 ‘비용 재
난(cost disease)’의 개념이 인공지능에 따른 생산의 자동화 과정에서도 적용
될 수 있으며, 비용 재난이 나타나는 상황은 노동과 로봇의 상호 보완성
(complementarity)이 발현되지 못할 때라고 주장한다. 로봇의 사용 증가라
는 자동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산업이 경제 발
전을 제한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멈추는 균형점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들의 예상은 단지 경제성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소 간의 소
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Baumol(1967) 현상의 핵심인
데이터와 다른 (특히 노동) 요소 간의 대체성/보안성임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데이터가 경제 전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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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Acemoglu and Restrepo(2018)는 노동과 로봇이 대체재임에도 불
구하고 로봇의 상용화가 노동 감소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단기
에 로봇 투입이 노동을 대체하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소득효과가 클 경우 노동
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cemoglu and Restrepo(2018)는 이러
한 상쇄 효과(countervailing effect)의 예로서 첫째, 로봇에 의한 생산성 증
가로 경제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점, 둘째,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노동 공급을 늘리는 점, 셋째, 자본 성격을 갖는 로봇의 자동화가 생산요소 측
면에서 고정화 또는 일상화(deepening)될 때 비용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점 등
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다른 대부분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과는
달리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일반균형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
체성이 궁극적으로 총생산과 총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유발하는 직접 효과뿐 아니라 대
응/상쇄(counter/countervailing)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Acemoglu and Restrepo(2018)는 후자의 효과를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고용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며 소득 불균형에 대한
염려도 다른 논문처럼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Acemoglu and Restrepo(2018)가 구축한 모형에는 여러 장점이 존재하지
만, 로봇의 역할이 기존의 물적 자산과 동일한 점과 로봇을 생산하는 지식 함수
도 내생적 성장모형을 그대로 차용해 노동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점은 모형
의 제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기원과 데이터 가공 과정은 물론 데이
터와 다른 요소 간의 대체/보완 관계를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 물론
그들의 연구목적이 로봇과 성장인 점을 감안해 주더라도, 로봇의 개발, 물적 자
본 형성,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모두 똑같은 기술진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 판단한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로봇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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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했고 데이터가 각 생산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여 최종재와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주도한다.
셋째, 인공지능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인공
지능이 경제성장에 항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기존의
연구는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우선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는 연구는 최근
의 정보기술 산업이 경제성장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실증 연구결과
가 부재함을 지적한다. 또한 최근 OECD 국가의 생산성 증가가 충분히 크지 못
한 점을 근거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도입이 총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
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Gordon 2016; Brynjolfsson, Michell,
and Syverson 2018). 반면에 Acemoglu and Restrepo(2018)는 단기에 나
타나는 로봇의 노동 감소효과는 장기적으로 극복될 것이라 바라보고, 더 나아
가 Aghion, Jones, and Jones(2017)는 기계학습이 R&D 생산함수의 변화를
가져와 장기 균형을 넘어 성장의 무한성(singularity)을 예측하기도 한다. 인공
지능이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에 대해 Morkyr(2018)는 경제사에
서 나타난 예로서 산업혁명의 역할을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다
만 인공지능이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산업별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기에 아직은 이르다고 여겨진다
(Jovanovic and Rousseau 2005).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범용기술의 특징
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R&D 활동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어야 하나 시기상조인 측면이 없지 않
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인식
의 전환과 제도적 변화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령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전
체 경제의 생산성을 변화시킬 수준이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효과로 인공지능과 국제무역에 관한 기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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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로 한다. Goldfarb and Trefler(2018)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확산
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한 무역 모델을 활용하
여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을 서술한다. 먼저, Rivera-Batiz and Romer(1991)는 데이터와 인공지
능의 공공재적(public good) 성격은 세계 시장의 확대로 얻게 되는 규모와 범
위의 효과(scale and scope effects)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과 후생 증가에 기
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Klette and Kortum(2004)이 지적하듯
이, 국제무역에 관한 분석은 지식의 외부성(knowledge spillover)과 지식 생
산의 비용을 고려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와 인공
지능의 공공재적 성격은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정책 공조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자
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아마존
과 구글의 중국시장 진출을 제한하여 바이두, 알리바바, 위챗/텐센트의 성
장을 도운 점을 예로 들 수 있다.43) Goldfarb and Trefler(2018)를 기초
로 판단할 때, 데이터 정책과 무역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개인정보 축적과
사용의 제한이라는 관점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경제적 긍정 효과라는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국제무역의 관계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과점경쟁 형태를 취하면 이
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시장의 변화는 지정학적 고려와 맞물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직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43) 이는 산업보호(infant industry protection)의 차원을 넘어 기술선도 산업(technologically leading
industry)을 육성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이
해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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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반영한 성장 모델의 구조도

가계
b

a

d

c

e
g

f

중간

기술개발
(R&D)

h

생산재

i
j
l

k
최종재

주: 1) ⓐ 가계가 중간재 생산자나 기술개발자에게 물적 자본(physical asset)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음.
ⓑ 가계가 기술개발자에게 물적 자본(physical asset)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음.
ⓒ 가계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wage)을 받음.
ⓓ 가계로부터 생성된 원시 데이터(raw data)가 기술개발(R&D) 산업에서 활용됨.
ⓔ 딥러닝, 발명의 방법을 위한 발명(IMI)으로 해석함.
ⓕ 최종재 생산자가 가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가격을 받음. 최종재 생산자가 노동을 투입해
가공한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예컨대 광고, 의료, 교육, 전자상거래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가계로부터 생성된 원시 데이터(raw data)가 최종재 산업에서 활용됨.
ⓗ 청사진(blueprint), 조리법(recipe), 아이디어(idea) 등으로 해석함.
ⓘ 가계가 최종재 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위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wage)을 받은 것과
최종재 생산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은 것을 뜻함.
ⓙ 최종재 생산자가 중간재를 수요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불함. 최종재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중간재는 로봇(robots)
이나 자동화(automation) 등으로 해석함.
ⓚ 다양성(variety)/확장성(expansion)으로 해석함.
ⓛ 학습효과(learning-by-doing)로 해석함.
주: 2) 인공지능(AI)의 역할은 ⓔ, ⓕ, ⓙ에서 나타남. 프라이버시 침해(privacy violation) 이슈는 ⓓ와 ⓖ의 경로에서
고려됨.
자료: 저자 작성.

2. 모델
이 장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반영한 성장 모델로서 경
제주체를 대표 가계와 생산자로 나누고 산업을 최종재, 중간재, R&D로 구
분한다.44) (1) 대표 가계는 최종재와 R&D 산업에 노동을 공급하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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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얻고, 자본 시장에 물적 자산을 대여하고 R&D 사업에 투자하여 자본
소득을 얻는다. 대표 가계는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을 최종재 소비와 다음 기를
위한 저축에 사용하며 효용을 극대화한다. 또한 대표 가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효용을 감수한다. (2)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종재 생산자는 생산에 필요
한 데이터, 노동, 중간재를 결합하여 최종재를 공급하며, 최종재는 소비와 중간
재의 생산요소로 사용된다. 여기서 최종재에 사용할 데이터는 소비자에게서 얻
은 원시 데이터와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노동이 결합된 후 생성되며, 생성된 생
산 데이터는 최종재의 생산요소로서 투입된다. (3) 중간재 생산의 독점권
(monopoly right)/조리법(recipe)/청사진(blueprint)을 가진 중간재 생산자
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최종재 생산자에게 공급할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에 상
응하는 최적 가격을 설정한다. 각 중간재 생산에서 최종재가 일부 사용된다. 로
봇이나 센서와 같은 중간재의 종류(variety)가 다양한 점은 경제의 기술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aggregated) 중간재는 경제가 가진 물적 자산으로 간
주된다. (4) R&D 개발자는 현존하는 기술, 노동,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잠정적 중간재 생산자에게 시장가격을
받고 공급한다. 여기서 R&D 개발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기술 데이터로서 생
산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노동을 투입해 소비자에게 얻은 원시
데이터를 가공해서 얻어진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본 모형은 데이터를 소비자의 최종재 소비로부터 얻은
정보를 누적한 원시 데이터(raw data), 최종재 생산자가 원시 데이터와 노동
을 결합하여 가공한 생산 데이터(production data), R&D 개발자가 원시 데
이터와 노동을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기술 데이터(technology data)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원시 데이터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와 관계되고, 생산 데이
터는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며 기술 데이터는 기계학습과 심화학
습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 R&D의 핵심요소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은 인구증
44) 모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3-1]을 작성했으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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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고려하지 않고, 시간은 연속적이라고 가정한다.

가. 가계
대표 가계는 최종재를 소비하고 소비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개인정보의 유
출에서 비효용을 경험한다. 이를 반영한 평생효용 함수(lifetime utility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식 3-1]

여기서 상수   는 시간선호율이고,  와   는 기에 각각 나타나는 대표
가계의 소비량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시 데이터다. 매기의 효용함수     
는  에 대하여 증가하고,   에 대해서는 감소한다. 효용함수는  와   에 대해
이차연속미분이 가능하고, 기간 간 대체성(inter-temporal substitution)이
일정하며, 이나다(Inada)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효용함수는  에 대하여 오목
(concave)하며,   에 대하여 볼록(convex)하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효용함수      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

[식 3-2]

여기서   는 기간 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의 역이고 ∈  는 정보의 유출로 야기되는 비효용의 강도
(degree)다.45)
Tucker(2018)가 지적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여, 원시 데이터

45) 여기서 ∈    는 원시 데이터의 비효용에 대한 기여 수준이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머무
르도록 제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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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량   는 과거부터 기까지의 소비로 인해 생성되지만 시간에 따라 유용성
이 손실되는 점이 반영된 대표 가계의 평균소비 누적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원시 데이터의 형성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식 3-3]

여기서   는 데이터 형성의 소비에 의한 강도를 나타내고,  ≥ 는 과
거 데이터의 감가상각률이고,  는 가계의 평균 소비량이다. [식 3-3]을 시간
미분하면 원시 데이터의 동태 함수(dynamic function)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대표 가계는 기에 물적 자산  를 축적하고 자본소득으로   를 얻는다.
여기서  는 기에 제시된 경쟁시장의 이자율이다. 가계는 최종재의 생산을 위
한 노동 서비스  , 최종재 생산을 위한 데이터를 위한 노동 서비스  , R&D 데
이터 가공을 위한 노동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각각

         
  을 받는다. 따라서 대표 가계의 동태적 예산식은 다음과

같다.

              
     .

[식 3-4]

여기서 변수 위에 붙은 점은 시간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나타낸다. 가계의 초
기 물적 자산은  이다.
결과적으로 대표 가계는 주어진 동태적 예산 제약 [식 3-4]와 경쟁적 시장
가격         
 하에서 동태적으로 평생효용 함수 [식 3-1]을 최적화한다.
Varian(2018)이 지적한 원시 데이터의 특징인 비경합성을 반영하여 가계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원시 데이터   를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대표 가계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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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의 필요조건은 예산제약식 [식 3-4]와 원시 데이터 형성함수식 [식
3-3]을 포함한 다음의 오일러 조건이다.
 

  
   




.






 

  









[식 3-5]

[식 3-5]의 두 번째 변수에서    이면 소비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일상적
인 성장모형의 오일러 조건과 일치한다. 즉, 소비의 증가율은 기간 간 대체탄력
성을 감안한 이자율과 시간 선호율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 유출이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간 간 대체탄력성
( )에 따라 가계의 정보 유출이 소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만약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크면(즉,   ), 소비자의 정보 유출에 따른 비효용은 시간차
소비의 증가율을 감소시키고,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작으면(즉,   ), 시
간차 소비의 증가율을 오히려 증가시킨다.46) 따라서 본 모형은 기간 간 대체탄
력성에 따른 소비의 동태적 변화를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
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 데이터의 유출을 제지시켜서 - 소비의 성장을 유도하
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 역이 성립하는 경우다. 또한 [식 3-5]에 따르면 정보 유
출의 정도   가 증가하면 동태적 소비의 증감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 가계의 평생효용 극대화 문제가 해를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조건으로서 종착조건(transversality condition)인

lim      lim       

→∞

→∞

을 추가한다.

46) 동태적 대체 탄력성이 크면 미래의 소비를 기다리고 이에 따라 시차 간 소비가 증가하나, 이로 인해 프
라이버시를 손상시키는 원시 데이터의 축적도 빠른 속도로 일어난 미래 소비의 증가 속도를 감소시킨
다. 한편, 동태적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미래 소비의 증가 속도는 작은 반면에, 현재의 소비량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시 데이터의 비효용을 보충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미래 소비를 늘려 소비의 증가
를 유도하는 최적행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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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재 생산자
최종재 생산자는 최종재   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서비스  , 생산데이터
 , 물적 자산인 중간재   를 결합한다.47) 최종재 생산자가 마주하는 생산함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







[식 3-6]

여기서   는 노동의 비율,   는 산업 데이터의 비율,   는 중간
재의 비율이다(         ). 따라서 최종재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
(Cobb-Douglas)의 함수를 가정하고 있다.  는 기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노
동 수요량이고,  는 기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데이터이며,   는 기 번째
중간재이고, ∈     는 중간재이며,   는 기에 투입 가능한 중간재의 종
류다.   는 중간재 간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며, 중간재가 상호 대체적이라
고 가정한다.48) 마지막으로 최종재 생산을 위한 산업 데이터  는 소비자의 정
보에서 제공된 원시 데이터   와 노동  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즉, 최종재 생
산에 사용되는 산업 데이터는 노동을 사용해 원시 데이터를 가공한다고 가정한
다(Jones and Tonetti 2018). 구체적으로, 본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
의 최종재 생산을 위한 생산 데이터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식 3-7]

여기서   는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상수다. 주목할 점은 최종재 생산

47) Romer(1990)와 Aghion and Howitt(1992)을 포함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의 최종재 생산함
수는 노동과 다양한 중간재를 결합하는 형태다. 본 모형은 이에 데이터를 추가한 형태다.
48) 반면에    이면 중간재는 서로 보완적(complementary)이다. 이에 대한 의미는 차후에 거론하기
로 한다(참고: Aghion, Jones, and Jon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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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노동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고
려되는 노동  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가공을 위해 필요한 노동으로서 인공
지능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노동수요로 간주할 수 있다.49)50)
최종재 생산자는 주어진 시장 이자율  과 임금      와 중간재 가격 
하에서,  ,  (또는  ),   를 선택하여 이윤을 최적화 한다. 여기서 최종재 생
산자의 이윤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식 3-8]

최종재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문제에서 선택 변수  ,  ,   에 대한 필요조건
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







   

[식 3-9]

[식 3-10]

[식 3-11]





로 정의한다. 다시 [식 3-11]을 이용하여 최종재

생산자가 원하는 중간재 수요량을 도출할 수 있다.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
재   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49) 이 보고서는 소비자 정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종재에 포함했다. 예컨대, 전자상
거래, 교육, 금융, 건강 서비스 상품 등이 있다.
50) 최종재 생산을 위한 노동량의 배분은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실업률
과 관련성이 높다. 물론 본 모형은 완전고용을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에 실업이 존재하지는 않다. 다만
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대체되는 노동은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률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동시장 마찰을 고려하면 보다 명시적으로 이 효과
를 수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본 장의 분석 범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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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
가격이다.



 



   

    

 

[식 3-12]





는 임의적으로 설정한 표준화된

다. 중간재 생산자
중간재 의 독점권을 갖는 중간재 생산자는 최종재 생산자의 수요를 나타내
는 [식 3-12]를 고려하여, -종류의 독점시장에서 최적 가격전략을 세워 이윤
을 극대화한다. 중간재   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로   (  ) 만큼의 최
종재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51) 여기서   는   를 생산하기 위한 단위 요
소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의 최적화 문제는
max           


[식 3-13]

이다. 여기서, 주어진   와   의 독점시장하에서 중간재 생산자가 추구하는
최적 가격전략은

   


[식 3-14]

이고, (경쟁시장의 이자율 하에서) 모든 중간재의 시장 가격은 일정하고 이에
따른 모든 중간재의 공급량도 일정하다. 이를 정리하면, 모든 중간재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   ≡      가 성립하고, 이를 이용해 경제 전체의
중간재를 포괄한 물적 자산(capital)  가
51) 중간재 생산을 위한 요소로 노동이나 데이터를 투입하는 생산함수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
생하는 모형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최종재를 요소로 사용하는 기존의 성장모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다(Alvarez-Pelaez and Grot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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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정의된다. 그 결과로 중간재 생산자 각각의 이윤,           는
각 중간재에 대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은 양(+)이
며, 이는 각 중간재 생산자가 지식재산권을 독점함으로써 얻는 지대(rent)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윤이 중간재 생산자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
요를 창출한다. 이로써 본 모델도 내생적 경제성장 모델처럼 기술 발전이 새로
운 기술에 대한 투자의 동기(incentive)를 기반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R&D의 기술 산업
R&D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특징인 범용기술(GPT)적 성격을 반영하여
모형화한다.52) 이를 위해 장기적 성장모형에서 상정하는 R&D에 의한 기
술 발전의 동태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은 기술함수로 구체화하기로 한다.




 

  


  ,


[식 3-15]



여기서   는 생산성이고,   는 기의 기술의 수준이며, 
 는 기술 개발
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데이터다. 또한  는 데이터 
 의 규모 효과
(economic scale)를 경제가 축적한 물적 자산을 기준으로 교정하기 위해 도
입한다. 이와 같은 표준화는 Jones(1995)와 Gordon(2016)의 주장을 바탕으
로 하며, 아울러 성장 모형의 장기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에서 부여한 조건
일 뿐임을 밝힌다. [식 3-15]의 기술함수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 현존

52) 범용기술(GPT)은 어떤 기술을 적용된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물론, 이와 보안적인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성격을 갖는다(Jovanovic and Rousseau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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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   를 생산요소로 사용하고 있음도 주목할 점이다. 이는 기술 발전의
시차적 의존도와 시차적 외생적 성격을 반영한다(Romer 1990). R&D를 통한
기술함수는 인공지능에 속하는 알고리즘을 반영하고, 심화학습과 발명 방법의
발명(IMI)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R&D를 통한 새로운 지식/기술은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 범용기술 성격을 갖는다.
R&D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 생성과정과
마찬가지로) 노동 
 과 원시 데이터   를 결합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따른다.

 


            ,


[식 3-16]

여기서   는 노동의 생산성 지수다.

위에 소개한 R&D의 기술함수와 함께 주어진 기술의 시장 가격 
 와 임금  

이 결정되는 완전 경쟁시장에서, R&D 산업의 기술 개발자(innovator/inventor)
는 다음의 이윤 함수를 극대화한다.

 

   
       .

[식 3-17]

여기서 [식 3-17]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 3-15]와 [식 3-16]을 투입하여 다
음과 같은 필요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


[식 3-18]

요약하면, 위의 필요조건은 ① 새로운 기술의 가치인 
 , ② 생산요소의 가
치인 임금   , ③ 경제 전체에 현존하는 아이디어(기술)의 외부성   , ④ 가계
에서 제공한 데이터   , ⑤ 현재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로 되어 있다. 따라
서 본 모형은 새로운 지식 창출이 경제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반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89


영한다. 특히 [식 3-16]을 감안한 기술 데이터 
          와 시장 가

격 
 와 임금   의 관계는 앞으로의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 동태적 시장균형 조건
지금까지 위에서 얻은 가계와 생산자의 최적조건과 제약조건을 종합하여 동
태적 시장 균형조건을 찾아보자. 우선 일반균형 조건으로서 새로운 기술에 대
한 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



        ,

[식 3-19]



  다. 즉, 새로운 기술의 시장 가격은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각 기 이윤의 총합에 대한 현재 가치다. 따라서
[식 3-19]를 시간 미분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무차익조건(nonarbitrage-condition)이 도출되며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식 3-20]

다음으로 [식 3-11]과 [식 3-14]를 활용하여 시장균형에서 도출되는 균형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식 3-21]

동태적 시장균형에서 동종의 노동에 대한 임금이 모두 같아지므로
  ≡        
 가 된다. 따라서 [식 3-9], [식 3-10], [식 3-18]을 이용
하면 다음과 같은 유용한 균형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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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22]



  
  
 
   
.
    
    



[식 3-23]

[식 3-22]는 최종재 산업에서 일상적인 노동과 산업 데이터 생성을 위해 사
용된 노동의 비율이 각 요소의 생산성 지수로 표현됨을 보여준다. 이 노동 비율
을 알면 R&D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노동의 비율도 일정하게 정해진
다. 따라서 로봇을 포함한 중간재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노동의
감소와 인공지능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노동의 증가는 생산함수의 요소 간
상대적 생산성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다.53)
마지막으로 장기 시장균형의 자원 제약식(resource constraint)은 대표가
계의 제약 조건인 [식 3-4]로부터
   
                     



 


 
 
 

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종합하면, [식 3-9], [식 3-10], [식 3-21]과 시장균형
조건을 이용하여 경제의 자원 제약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식 3-24]

즉, 최종재는 소비와 중간재 투자에 쓰이고 R&D 투자는 노동을 통해 이
뤄짐을 알 수 있다.54)

53) 물론 이 비율은 생산함수의 실증적 검증을 요구한다.
    임을 알 수 있고, 이는 R&D에 투자한 자산의
54) 완정경쟁 R&D 시장 조건에서 [식 3-17]은   

 
보상액이 R&D에 투입된 임금과 일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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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태 방정식
지금부터 가계, 최종재, 중간재, R&D에 해당하는 최적 조건과 제약 조건을
정리하여 동태적 시장균형 조건과 이에 상응하는 장기 균형을 찾기로 한다. 우
선 최종재 생산함수 [식 3-6]에       를 대입한 후, 이를 시간 미분을 하
면 다음과 같은 최종재 동태함수를 얻는다.

 
       
     
     ,

      




[식 3-25]

여기서   는 인공지능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다시,
[식 3-20], [식 3-23], [식 3-25]를 활용하여   와   에 관한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식 3-26]

마지막으로 위에서 구축한 동태적 일반균형모델에서 도출한 식을 정리하면
동태적 균형조건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소비:

 
   
      







 


 






 
 
원시 데이터:      


최종재:


 
       
     




     
 

 








R&D 생산:   



 

노동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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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제약:





  





2) 장기 균형조건
장기 성장모형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따라(Benhabib and Farmer 1994),
위의 동태적 함수들의 장기 시장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
자. 새로운 변수는  ≡  ,  ≡ ,   로 한다. 이는 각 변수가 장기
균형에서 동일한 성장률을 가진다는 성질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식
3-27]~[식 3-30] 역시 위의 6개의 변수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장기균형에서도
유지된다. 시장경쟁의 균형을 서술하는 새로운 변수에 의한 동태 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





   
  
          ,


 


    
   
                




 

   
            
         

 

  


 

[식 3-27]
[식 3-28]
[식 3-29]
[식 3-30]

앞서 밝혔듯이 장기균형에서는 ①    가 같은 성장률을 가지며, ② 
는 성장하지 않으므로, [식 3-27]~[식 3-30]의    는 장기 균형에서





















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식 3-27]~[식 3-30]을 활용하여 성장 경로의 장기균
형이 존재(existence)함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시장 경제의 성장 경로를 이해하는 핵심이다.55)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93

[식 3-27]~[식 3-30]을 이용하여 간단한 계산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장기균
형의 해를 구할 수 있는 4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


 

[식 3-31]

 

      ,
    

[식 3-32]



      ,
    

[식 3-33]

  

                 .








[식 3-34]

여기서        ,        ,        이
다. [식 3-31]에서 단위 자본당 소비량()을 의미하는 는 의 함수로 쓸 수
있고, [식 3-32]에서 단위 데이터당 소비량( )을 의미하는  역시 의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식 3-34]의 우변에 [식 3-31]~[식 3-33]을 대
입하면 식 [식 3-34]는 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되며 장기균형에서 의
해가 분석적으로 구해진다.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다음의 시뮬레이션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장기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
사인 △경제성장률 △데이터의 역할 △개인정보 보호 △생산과 R&D 분야의
노동 배분 △로봇을 포함한 자본과 노동의 호환성과 대체성 △요소 간의 소득
분배 △알고리즘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생산 △시장에서의 데이터와 사회적 효
55) 또한 장기 시장균형의 확정성(determinacy), 안정성(stability), 비선형성(non-linearity) 등
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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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관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범용기술(GPT)에 관한 근거 등에 대
해 살펴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가. 장기 시장균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위에서 [식 3-31]~[식 3-34]을 이용해 산출한 장기 시장균형의 모습은 [표
3-1]과 같다. [표 3-1]에 정리한 시장균형을 벤치마크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
용된 파라미터 값은 주석에 표기하였으며 사용 근거는 다음 절에서 설명했다.

표 3-1. 벤치마크 장기 시장균형
변수

설명

균형 값

q(=y/k)

자본당 생산량

0.168

n(=c/k)

자본당 소비량

0.161

h(=c/z)

데이터당 소비량

6.073

z/k

자본당 데이터량

0.027

u_A

노동비중(인공지능 데이터)

0.057

u_y

노동비중(최종재 생산)

0.871

u_d

노동비중(최종재 데이터)

0.073

growth of A

기술 증가율

5.00%

growth of k

자본 증가율

0.73%

주: 식 [식 3-31]~[식 3-34]에서    ,    ,    ,    ,    ,    ,    ,    ,
   ,    ,    을 대입하여 벤치마크 균형값을 계산함.
자료: 저자 작성.

나. 장기 시장균형에 나타난 모델의 특징
[표 3-1]은 [식 3-31]~[식 3-34]을 기초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고려한 장
기 시장균형의 해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본 장에서 구축한 모형의 특징을 짚어보고 벤치마크 결과에 대해 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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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 투입되는 기술 데이터로 나누
고, 인공지능의 한 축인 로봇을 물적 자본인 ‘생산요소’로, 기술개발을 위한
R&D 활동에 기여하는 인공지능은 ‘생산함수’로 취급한다. 우선 데이터에 대
한 경제학적 정의는 학계에 확고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의 하나는 데이
터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정보의 양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데이터의 가치를 고려한 정보의 질을 추가로 고려하면,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범위(breath)와 깊이(depth)를 헤아리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Jones and Tonetti(2018)는 Varian(1997)과 Romer(1990)를 참고하여 정
보를 광의로 해석하여 데이터와 아이디어(idea)로 구분하고, 데이터는 ‘생산요
소’로, 아이디어가 담긴 데이터를 ‘생산함수’로 간주한다. 본 장의 모델은
Jones and Tonetti(2018)의 분류를 확장하여 데이터는 생산요소로, 인공지
능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R&D의 기술로 구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한 새로운 물적 자산을 추가했다. 즉, 인공지능의 범주에 놓인 로봇과 센서를
‘(지식 자산과 구별되는) 물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기계학습과 심화학습은 새로
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의 생산함수’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발명 방법의
발명(IMI)’은 기술 생산함수에 포함할 수 있고, 아이디어, 노하우(know-how
-to-do), 청사진(blueprint), 조리법(recipe)은 기술의 생산함수를 통해 나온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생산요소로서의 데이터, 물적 자산으로서의 인공지능,
생산함수로서의 인공지능을 구분했으므로, [표 3-1]처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소비량, 자본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량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벤치마크 장기
시장균형에서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소비량,  은 6.073이고,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물적 자본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 은 0.027이다.
둘째, 본 모델은 기존의 내생적 성장모델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 기여한 장기 경제성장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을 산출
한다. 이 장의 경제성장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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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
을 확장하고 있다(Romer 1990; Acemoglu and Restrepo 2018).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고려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생적 성장 모델에서는 기술 발전의 동기
를 부여하기 위해 시장에서 양(+)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는 불완전경쟁 시장을
설정한 반면, 본 모델에서는 데이터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성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까지 고려하게 된다. 본 모델에서 제시하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결과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단지 로봇 자본의 축적뿐 아니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종재의 생산성과 새로운 지식 창
출에도 기여함을 보여준다. [표 3-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본 성장률
(growth rate of k)은 0.73%이고, 기술 성장률(growth rate of A)은 5.00%
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의 다양한 역할, 데이터가 자산으로
분리되어 중간재로 사용되는 로봇의 역할, 아울러 지식 생산의 R&D 활동에 참
여하는 노동의 역할과 맞물려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생산함수로서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활용한 범용기술(GPT)을 의미
한다. 경제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전기나 증기엔진의 발견이 역사에서 찾
을 수 있는 범용기술의 예다. 본 모델에서는 인공지능을 범용기술로서 간주한
것은 문헌을 통해 확인한 인공지능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데이터가 공공재 성격
을 띤다는 점과 인공지능에 따른 양(+)의 외부성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치는 점, 아울러 데이터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점 때
문이다.56) 이 연구는 인공지능이 범용기술의 특징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
하며, 본 장의 모델은 인공지능과 같은 범용기술을 통한 경제의 장기성장이 특
정한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때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본 모델의 장기 경제성장률에 관한 결과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비
56)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을 범용기술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차후의 실증분석에서
밝혀질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관찰해야 할 단계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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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포함한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
하는 데이터가 광범위로 사용되고 최종재 생산함수와 기술함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 가계의 소비에 대한 정보의 누적으로 표현되는 원시 데이
터는 동태적인 진화함수다. 상품 소비, 교육, 의료, 금융 등 산업에서 발생하는
개인 데이터는 복합재(composite goods)로 표현된 최종재 생산의 요소로 사
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지식과 기술 개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빅데
이터와 같은 종합 정보(aggregate information)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개인
데이터의 활용이 중시되는 경제에서 성장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고려와 함께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발생하는 비효용과 데이터의 비경
합성에서 파생하는 사중손실의 공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Varian 1997). [표
3-1]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프라이버시
와 효용함수 파라미터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 성장률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프라이버시 이슈를 고려하여 정책 시사점에서는 데이터 소
유권에 관한 논의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술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활용
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데이터의 소유와 상응하는 기
술을 보유한 기업의 독점이 경제성장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
은 중요한 분석이다.
다섯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경제의 장기 성장경로를 분석해 보
면 모든 산업의 균등 성장(even growth)이 아니라, 산업간 불균등 성장
(uneven growth)의 가능성이 나타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의 활용 정도가 산업별로 서로 다른 점이 기술 성장률과 자본 성장률이 서로 동
일치 않은 불균등 균형 성장에 기여한다.57)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불균등 균
형 성장의 한 예인 보몰 효과(Baumol effect)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생산활동
간 자원의 배분이 비효과적이어서 성장을 멈춘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개
57) 현실에서도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회적 효용이 반드시 동반 성장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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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유출에서 발생하는 효용의 감소와 이를 보상하는 최종재의 원활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쇄 효과(counteracting effect)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1]에서 기술 성장률(growth of A)이 5.00%일 때 자본 성장률(growth
of k)은 0.73%로 두 성장률이 서로 다른 점은,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하는 인공
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하는 최종재의 성장률
과 서로 일치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균등 균형 성장을 뜻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더라도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효용이 다른 경제 변수와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모델은 경제에서 가용한 노동 자원이 각 산업에서 어떻게 사
용되는지 구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상적인 노동은 최종재 생산의 투입요소인
데, 이 노동과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최종재의 생산에 활용하거나 기술을 생산
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이렇게 노동을 분류한 이유는
단기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최종재 생산에 참여하는 일반적 고용을 대체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따라 새로운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
므로, 이에 관한 논의를 해보기 위함이다. 특히 최종재 생산에서 데이터를 활용
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역할을 고려하면, 노동과 물적 자본의 관계는 물론 각
기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노동의 대체/보완성을 고려하여 노동의 배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Jones and
Tonetti(2018)와 Acemoglu and Restrepo(2018)는 생산과 R&D 활동을
반영한 노동의 분배에 관해 연구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고용을 축소시키고
실업률을 조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즉, 최종재 생산
량의 증가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
동수요 감소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이 현실을 반영하
는 분석의 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본 모형 역시 위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
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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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고려하는 경제모형에서 이 연구는 데이터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장기 시장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시뮬
레이션(simulation) 분석을 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기준점이 되는 경제
(벤치마크)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값은 [표 3-2]에서 제시했다.

표 3-2.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한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최종재 생산의 노동의 보상 비중

값



최종재 생산의 데이터 노동의 보상 비중



최종재 생산의 중간재 자본의 비중



최종재 생산의 중간재 자본간 대체탄력성

0.2, 0.8* (1/(1-))



시간선호율

0.0025, 0.03*, 0.06

0.5, 0.6*, 0.7
0.05*, 0.1
0.33, 0.35*, 0.5

출처
Return to labor
Return to capital
Randomly
imposed
Benhabib and
Gali(1995)



원시 데이터 감가상각률

0.1, 0.6*, 0.8

Gomez(2010)



원시 데이터 생성률

0.01, 0.1*, 0.25

Gomez(2010)



프라이버시의 비효용 강도

0.05, 0.1*, 0.3



기간간 소비대체율(1/)의 역수



인공지능의 생산성



인공지능 데이터의 노동 투입량

주: *는 벤치마크 값.
자료: 저자 작성.

100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Randomly
imposed

case 1: 0.1*, 0.3

Hall(1987)

case 2: 1.4, 2.5*

Gomez(2010)

1

0.01, 0.03*, 0.05

Randomly
imposed
Randomly
imposed

이 절에서는 데이터 정책과 연관된 주요 파라미터인 ∆프라이버시와 효용함
수 변수( 와  ) ∆원시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와 )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생산성 변수(와  ) ∆최종재 생산함수의 중간재 대체탄력성() ∆노동과 자
본의 요소소득 분배율(, , )의 변화가 장기 시장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논의를 점검했다.58)

가. 프라이버시와 효용함수
개인 데이터의 활용이 중시되는 경제의 성장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
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본 모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
해가 비효용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프라이버시의 비효용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
미터는  이고, 효용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간 간 소비대체율에 대한 파라미터
는  이다(정확히 말하면, 소비대체율은  이다). [표 3-1]의 벤치마크에서 
는 2.5이고  는 0.1로 설정했는데, 이러한 경제에서 나타나는 기술 증가율은
5.00%이고 자본 증가율은 0.73%이다.

표 3-3. 장기 시장균형: 소비대체율과 프라이버시 가중치 변화
변수

설명

벤치마크

Case 1

Case 2

Case 3



기간 간 소비대체율

2.5

0.1

2.5

2.5



프라이버시의 비효용 정도

0.1

0.1

0.01

0.3

58) 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벤치마크의 결과를 기준으로 각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른 최종 균형값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 최종 균형값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렴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사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다시 말해서) 특정 파라미터 값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경우 데
이터 경제가 수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면, 수렴에 소요되는 기간의 편차 결과를 기초
로 관련 데이터 정책을 집행 시 예산이나 자원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하지만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다). 수렴 속도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의견을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방형준 박사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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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변수

설명

벤치마크

Case 1

Case 2

Case 3

q(=y/k)

자본당 생산량

0.168

0.110

0.174

0.157

n(=c/k)

자본당 소비량

0.161

0.106

0.166

0.150

h(=c/z)

데이터당 소비량

6.073

6.048

6.075

6.068

z/k

자본당 데이터량

0.027

0.017

0.027

0.025

u_A

노동비중(인공지능 데이터)

0.057

0.057

0.057

0.057

u_y

노동비중(최종재 생산)

0.871

0.871

0.871

0.871

0.073

0.073

0.073

0.073

u_d

노동비중(최종재 데이터)

growth of A

기술 증가율

5.00%

3.30%

5.16%

4.67%

growth of k

자본 증가율

0.73%

0.48%

0.75%

0.68%

자료: 저자 작성.

[표 3-3]에서 Case 1은 한 경제의 기간 간 소비대체율이 벤치마크보다 커지
는 경우(2.5→0.1), Case 2는 프라이버시의 비효용 정도가 매우 작아지는 경
우(0.1→0.01), Case 3은 프라이버시의 비효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
우(0.1→0.3)에 대한 결과다. 따라서 위의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
시의 비효용 정도를 나타내는  의 변화에 대한 분석인데, 아울러 Case 1을 통
해 기간 간 소비대체율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것이다. 이론적으로 [식 3-5]를 통
해 기간 간 소비대체율의 중요성을 살펴본 바 있다. 대표 가계의 오일러 함수는
기간 간 소비대체율인  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에 따라 소비증가율
에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1보다 작은 값
(  )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소득의 증가를 자극하지만  값이 1보다 클
경우(  )는 개인정보 유출이 미래 소비의 증가율을 떨어뜨린다.
위의 시뮬레이션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용과 프라
이버시의 상수는 노동시장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효용과 프라
이버시 상수가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성된 원시 데이터는
공공재 성격을 띠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동의 배분은 산업의 생산함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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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표 3-3]의 Case 1은 기간 간 소비대체율의 증가가 원시 데이터의 생
성으로 인하여 소비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구간으로 기술과 자본 증가율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보여준다. 데이터의 생성이 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효용이
([식 3-5]의 둘째 항) 일반적인 소비탄력성이 소비의 증가를([식 3-5]의 첫째
항) 완전히 잠식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서 [표 3-3]의 Case 1에서 벤치마크로
이동하면 기간 간 소비대체율의 감소(또는  의 증가)로 해석되는데 이때는 기
술과 자본의 증가률이 모두 증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결과는 노동시
장의 배분과 무관하다. 단지 소비자의 기간 간 대체성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시
차적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이며, 이는 미래의 원시 데이터에 대한 비효용
을 ‘현재’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달려 있다. [표 3-3]의 Case 1에서 고려한  
1일 경우, 벤치마크보다 자본당 생산량, 소비량, 데이터량이 모두 낮다. 아울러
기술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이 벤치마크의 경우보다 작아진다. 장기 시장균형에
서 자본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값이 1보다 클
경우 벤치마크보다 소비 증가율이 낮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셋째, [표 3-3]의 Case 2~3은 기간 간 소비대체율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s)이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 정도가
변화하면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프라이
버시의 비효용 정도가 커지면 기술 성장률뿐만 아니라 자본 및 소비 성장률이
하락함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위 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일치하는데, 그 원
인은 생성되는 원시 데이터 양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표 3-3]의 Case 2와 3의 결과는 벤치마크의 소비대체율이 1
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분석으로 결과의 일반성(robustness)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의 비효용과 기간 간 소비대체율이 연속
적으로 변화할 경우 기술과 자본 증가율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림 3-2]와
같이 3D로 표현했다.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기간 간 소비대체재 영역에서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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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예컨데   일 경우, 프라이버시 비효율이 커질수록 기술과 자본의 성장
률이 떨어지므로 역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간 간 소비대체율이
증가해 원시 데이터가 소비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는(  )
프라이버시의 비효용이 경제성장률과 양(+)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난다. 위의
결과는 기간의 소비대체율의 임계점인   을 기준으로 프라이버시의 효용
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현실
적으로 데이터 경제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실증 분석이 필요
하다.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영역(프라이버시의 비효용이 경제성장률과 음
(-)의 관계)인    구간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이어나가
기로 한다.

그림 3-2. 기간 간 소비대체율 및 프라이버시 변수: 기술 및 자본증가율 변화

기술증가율

프라이버시 비효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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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간 소비대체율

그림 3-2. 계속

자본 증가율

프라이버시 비효용 정도
기간간 소비대체율

자료: 저자 작성.

나. 원시 데이터
다음에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원시 데이터의 생성량에 관한 분석이다. 즉, 원
시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파라미터 값이 변화하면 장기 시장균형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원시 데이터의 생성률과 감가상각률(또는 소멸
률)을 나타내는 와 는 벤치마크 경우에서 각각 0.1과 0.6으로 맞춰져 있다.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105

표 3-4. 장기 시장균형: 원시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변수

설명

Case 2

Case 3



데이터 생성률

벤치마크
0.1

Case 1
0.25

0.1

0.1



데이터 감가상각률

0.6

0.6

0.1

0.8

q(=y/k)

자본당 생산량

0.168

1.663

1.437

0.130

n(=c/k)

자본당 소비량

0.161

1.478

1.255

0.127

h(=c/z)

데이터당 소비량

6.073

3.142

2.816

8.031

z/k

자본당 데이터량

0.027

0.470

0.446

0.016

u_A

노동비중(인공지능 데이터)

0.057

0.081

0.084

0.040

u_y

노동비중(최종재 생산)

0.871

0.848

0.846

0.886

u_d

노동비중(최종재 데이터)

0.073

0.071

0.070

0.074

growth of A

기술 증가율

5.00%

127.15%

124.52%

2.11%

growth of k

자본 증가율

0.73%

18.54%

18.16%

0.31%

자료: 저자 작성.

[표 3-4]의 Case 1은 한 경제에서 데이터 생성률이 높아진 경우(0.1→
0.25), Case 2는 데이터 감가상각률이 낮아진 경우(0.6 → 0.1), Case 3은 데
이터 감가상각률이 높아진 경우(0.6 → 0.8)에 대한 결과다. 이론적 모형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데이터 생성률이 높아지는 경우(Case 1)와 데이터의 감가상
각률이 낮아질 경우(Case 2)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Case 1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면, 데이터 생성률이 0.1에서 0.25로 증가하면
자본당 데이터의 양은 0.027에서 0.470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투입
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동의 비중(  )도 5.7%에서 8.1%로 증가하게 된다.
기술 증가율은 5%에서 약 127%로 크게 상승하고 자본 증가율도 0.73%에서
18.54%로 뛴다. 위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Case 2의 경우도 자본당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량의 배
분은 기술생산 부분에서 나타나며 최종재 생산에 배분되는 노동량은 오히려 감
소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노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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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감소하게 된다. 즉, 경제성장의 동력은 기술생산을 담당하는 R&D의 부분
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다. 물론 변화된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변화의 방
향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위 시뮬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흥
미로운 결과는 데이터의 절대량이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표 3-4]의 Case 3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즉, 벤치마크보다
데이터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사용 가능한 원시 데이터 양이 감소하고, 따라
서 기술과 자본 성장률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원시 데이터의 감소로 인해 기술
생산 분야의 노동배분이 감소하면서 노동이 최종재 생산 부분으로 옮겨간다.
원시 데이터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생산 분야 간의 노동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경제성장률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다.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 분야의 생산성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 또는 감소하
는 경우와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장기균
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생산성 증가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직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본 모델에서 그러한 직
관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벤치마크에서 보여주듯
이 산업간 불균등 성장(uneven growth)의 결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인
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보몰 효과(Baumol effect)를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하
기 때문이다. 벤치마크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기본 생산성 수준 는 1이고 인공
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한 단위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양  는 0.03으
로 설정하였다. 기술 생산함수의 정의에 입각하여 와  를 조정할 수 있는 여
지(degree of freedom)가 있으므로 아래의 결과는 질적 해석으로 제한한다.
[표 3-5]에 나타난 모든 경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과는 첫째, 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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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몰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산업의 생산성
향상 − 의 증가나  의 감소 − 은 인공지능 데이터에 종사하는 노동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발전은 경제 전체의 기술과
자본 증가율을 증가시킨다. 셋째, 앞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최종재 데이터에 종
사하는 노동비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재 생산
을 위한 데이터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종재 생산요소로서 데이터의 증가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뿐 ‘성장률’을 증가
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의 성장동력이 새로운 기술의 향상
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설령 경제구조의 변화로 최종재
의 산업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사용되더라도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
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데이터 경제가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실증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증가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다.

표 3-5. 장기 시장균형: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생산성 변화

변수

설명

벤치마크



R&D 산업 생산성

1



데이터 가공 노동 투입 단위

0.03

q(=y/k)

자본당 생산량

n(=c/k)

자본당 소비량

h(=c/z)

Case 1

Case 2

Case 3

1.1

1

1

0.03

0.01

0.05

0.168

0.187

0.311

0.118

0.161

0.177

0.287

0.117

데이터당 소비량

6.073

6.095

6.243

6.013

z/k

자본당 데이터량

0.027

0.029

0.046

0.019

u_A

노동비중(인공지능 데이터)

0.057

0.061

0.073

0.023

0.871

0.867

0.856

0.901

u_y

노동비중(최종재 생산)

u_d

노동비중(최종재 데이터)

0.073

0.072

0.071

0.075

growth of A

기술 증가율

5.00%

6.50%

16.66%

0.91%

growth of k

자본 증가율

0.73%

0.95%

2.43%

0.1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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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 요소의 배분과 소득 (불)균형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발전을 둘러싼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주제가 노동 이슈다.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모델의 생산함수는 최종재
생산 노동자,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동자, 중간재 투입 자본 간의 대체/보완성
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 간의 요소 소득 불균형은 장
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
뮬레이션 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의 출현으로 국가간 최종
재 생산함수의 차이가 주는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3-6]의 Case 1은 최종재 생산 노동자와 최종재에 투입되는 데이터 노동
자의 보상이 감소하고(0.60 → 0.45),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보
상은 증가시키지만(0.05 → 0.5), 물적 자산의 보상은 유지하는 경우를 실험한
다. Case 2는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보상은 0.35로 유지하고,
최종재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 노동자와 데이터 노동자 간 보상 비중이 각각
0.5와 0.15로 달라진 경우를 살펴봤다.
[표 3-6]의 Case 1의 결과는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데이터 노동자의 보상 비
중이 늘어날 경우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의 비중이 벤치마크의 5.7%
에서 9.4%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최종재 데이터 노동자의 비중도 7.3%에서
8.2%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기술과 자본 증가율도 각각 11.18%,
2.51%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생산함수의 변화로 노동 배분이 데이터를 가공
하는 노동으로 이동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최종재 생산함수는
최종재 산업의 데이터의 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생산 분야 R&D의 데이
터 사용을 증가시키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
한 결과는 기술산업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는 경우에 모든 생산 분야를 아우르
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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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장기 시장균형: 노동과 자본의 요소 소득 분배율 변화

변수

설명

벤치마크

Case 1

Case 2



Return to labor

0.6

0.45

0.5



Return to data labor

0.05

0.05

0.15



Return to capital

0.35

0.5

0.35

q(=y/k)

자본당 생산량

0.168

0.247

0.190

n(=c/k)

자본당 소비량

0.161

0.222

0.181

h(=c/z)

데이터당 소비량

6.073

6.251

6.099

z/k

자본당 데이터량

0.027

0.036

0.030

u_A

노동비중(인공지능 데이터)

0.057

0.094

0.058

0.871

0.823

0.725

u_y

노동비중(최종재 생산)

u_d

노동비중(최종재 데이터)

0.073

0.082

0.217

growth of A

기술 증가율

5.00%

11.18%

5.68%

growth of k

자본 증가율

0.73%

2.51%

0.99%

자료: 저자 작성.

활용되는 범용기술(GPT)이 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에 [표 3-6]의 Case 2는 최종재 데이터 노동자에 대한 보상 비중의 증
가는 최종재 데이터 노동자의 비중은 높이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노동자의 비중
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최종재 데이터 노동자에 대한 보상 비중의
증가가 기술 및 자본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점은 Case 1의 결과와 동일
하지만 Case 1의 경우보다 그 효과가 약하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이 경제가 범
용기술을 사용하는 것인지는 판단을 요한다.

마. 중간재의 대체탄력성
최종재 생산함수에서 중간재의 대체탄력성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깊다. 모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소 대체율이 감소하면
각각의 중간재의 증가로 인한 효과가 커지고 새로운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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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중간재의 대체탄력성의 변화로 잡아낼 수 있는데,
대체탄력성이 감소하면 새로운 기술에서 얻는 이윤이 높아지고 일반 균형에서
새로운 기술의 가격이 높아진다. 이는 곧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표 3-7. 장기 시장균형: 최종재 생산함수의 중간재 대체탄력성 변화
변수

설명



요소 대체율

벤치마크

Case 1

Case 2

0.8

0.75

0.7

q(=y/k)

자본당 생산량

0.168

0.409

2.093

n(=c/k)

자본당 소비량

0.161

0.376

1.888

h(=c/z)

데이터당 소비량

6.073

6.330

8.055

z/k

자본당 데이터량

0.027

0.059

0.234

u_A

노동비중(인공지능 데이터)

0.057

0.086

0.105

u_y

노동비중(최종재 생산)

0.871

0.844

0.826

u_d

노동비중(최종재 데이터)

0.073

0.070

0.069

growth of A

기술 증가율

5.00%

16.95%

82.18%

growth of k

자본 증가율

0.73%

3.30%

20.55%

자료: 저자 작성.

[표 3-7]은 위에 서술한 중간재의 대체탄력성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요소대
체율의 감소는 기술과 자본의 성장률을 가빠르게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노동의 배분이 기술생산으로 옮겨가면서 일어난다. 즉, R&D
분야에 투입되는 노동량은 증가하고 최종재에 투입되는 노동량은 감소한다.
[표 3-7]처럼 새로운 기술의 대체성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의 증가에 대한
결과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Cockburn, Henderson,
and Stern(2018)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심화학습 또는 발명의 방법을 위한 발
명(IMI)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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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와 인공지능
을 반영한 성장 모델을 구축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인 경제성장의 동
력에 대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데이터 정책과 경제성
장에 관하여 살펴봤다. 이 장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가
계의 효용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생산력 증가로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경쟁시장 균형에서 장기 경제성장은 불균등(uneven)하다. 그 이유는
산업별 데이터의 역할이 다양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투입량
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균등 시장 균형은 과잉 경제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
며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불균등 균형 성장
이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원시 데이터는 가계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를 축적하여 얻
어지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가 변화하더라도 이 점
이 노동배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결과는 원시 데이터가 비경합성의
성격을 따름에 기인한다. 모든 원시 데이터 이용자가 동일한 원시 데이터를 사
용하므로 생산에 투입하는 노동의 배분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
넷째, 가계의 프라이버시는 소비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다. 원시 데이터
가 동태적으로 진화하므로, 기간 간 소비대체율은 소비 증가율과 양(+) 또는 음
(+)의 관계로 영향을 미친다. 즉, 기간 간 소비대체율은 기간 간 소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소비대체율은 미래의 소비를 자극하지만 미래의 프라이버
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미래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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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낮추기 위해 미래 소비를 감소시킨다.
다섯째,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데이터 정
책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는 근거
가 단순히 개인의 효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도 관련이 있
기 때문이다. 원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도와 직
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방향은 데이터 소유권 문제와 별개
로 다룰 수 없다.
여섯째, 원시 데이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적되며 소멸하는지는 경제 전
체의 데이터의 양을 결정한다. 데이터의 높은 축적률과 낮은 감가상각률은 원
시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원시 데이터는 생산과 기술 데이터의 요
소이므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일곱째,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함수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동과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배분을
결정한다. 그럼에도 최종재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노동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
한 노동의 비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덟째, 최종재 생산에 사용되는 요소들의 투입 비율은 경제성장률을 결정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노동의 배분을 결정하고, 이는 요소간의 소득 (불)
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노동 배분이 R&D 분야로 옮겨가면, 경제성
장이 증가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다만,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데이터 가공
을 위한 노동은 경제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인공지능인 물적 자본의 대체성은 경
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롭게 발견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대체/호환
성이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기술의 개발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구축한 성장 모델을 기초로 국제무역을 다룰 수 있는 모델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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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면 여러 분석이 가능해진다. 먼저 동태적 성장모형에서 국제교역을
고려할 경우 시장 확대에 따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외부효과가 커지지만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일부 기업에 독(과)점이 되는 상황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데이터 정책이 (특히 디지털 무역이 집중된 산업에서) 국
제무역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두 국가가 서로
다른 데이터 규제 정책을 사용할 때 교역의 변화와 경제성장 효과를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 국가간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 정도를 고려하여 사
회적 효용과 국별 소득 불평등의 변화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인 제약을 고려하여 언급한 모형 확장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59)

59)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몇 가지 분석을 심화할 수 있다. 3장의 분석의 초점은 장기 균형이다. 모델을 확
장해 단/중기의 경로를 추정하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반 균형이 유일한 경로를 따르는지, 아니면 균형
에 이르는 경로가 복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후자라면 균형 경로의 불확정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다면 성장률의 분포와 소득 불균형의 이유도 설명해 볼 수 있
다. 또 다른 모델 확장의 방향은 본 장에서 분석한 시장균형을 계획 경제의 균형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어떠한 정부 정책을 통해 파레토 균형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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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Loungani

et al. 2017)이고 서비스 무역의 50% 이상이 디지털화된 형태로 거래된다
(UNCTAD 2016). 데이터 경제에서 나타나는 무역 형태(pattern)는 상품 무역
보다는 서비스 무역에 가깝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무역 전체보다는 서비스 무역
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데이터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선 데이터 정책은
한 나라의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적 수단을 포함
한다. 과거 여러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명목으로 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적 장치만
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인 소극적인 데이터 정책을 폈다. 이를 본 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라고 부른다.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활
용’ 정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에 관한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데이터에 기반을 둔 기술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이규엽
외(2018)에서도 검토한 것처럼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가 확대될 때 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과거 여러 국가가 데이터 보호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온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 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모델을 활용했다.
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정책과 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달라
지는 무역비용을 모델에 반영하고 소비자와 생산 및 수출자의 최적화 문제를
푼 후 데이터 규제 정책의 무역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중력방정식(gravity
equation)을 도출했다. 데이터 규제 정책의 상품 무역 효과와 서비스 무역 효
과를 모두 추정해볼 수 있으나, 이 장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데
이터 규제 정책이 상품 무역보다 서비스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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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직관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둘째,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와 국내
데이터 규제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이 국가 수준(country-level)의 서비스
무역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Ferracane and Marel
2019)가 추가 분석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선행연구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데이터 지역화 금지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 신무역규범이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등장하고 2019년 세계무
역기구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규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데이터 정책에 관
한 국제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관하여
학계에 보고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 본 연구와 관련
하여 참고할 만한 보고서와 논문을 소개하기로 하자.
우선 데이터 정책과 소비자 후생(이규엽 외 2018), 데이터 정책과 생산성
(Bauer et al. 2014; Ferracane, kren, and Marel 2018), 데이터 이동과 GDP
(Manyika et al. 2016)를 살펴본 보고서를 참고할 만하다. Stone, Messent, and
Flaig(2015)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정 기업의 서비스 수출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Goldfarb and Tucker(2012)는 데이터 규제 정책
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소비자 보호 강화가 온라인 광고와
의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최근 논문에
서 데이터 활용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Brynjolfsson, Michell, and Syverson(2018)은 이베이(eBay)의 기
계학습 활용과 수출 증가 간 양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고했다. 다만 이 논문이 데이
터 활용 기술에 초점을 맞춘 까닭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머신러닝에 영향을 미
치는 데이터 규제 정책 강화가 기업 및 산업 차원의 교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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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따름이다. 근본적으로 데이터 정책과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의 결핍은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는 국
제무역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도 있다(Goldfarb and Trefler
2018).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보고서는 Ferracane and Marel(2019)이 유일하다.60) Ferracane and
Marel(2019)은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활용하여 제한적인(restrictive)
데이터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했다. 디지털
무역제한지수는 국별 데이터 정책을 수집하고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하여
데이터 정책의 중요도에 가중치를 매긴 후 데이터 정책을 지수화한 것이다.
2006~16년 64개국을 대상으로 WTO, UNCTAD, ITC에서 제공하는 연간 서
비스 무역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두고 데이터 정책과 디지털 집중도를 결합한 형
태를 관심변수로 설정한 후 선형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추정했다. 제한적인 데
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을 저해하고 특히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제
한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일수록 서비스 무역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Ferracane and Marel(2019)과 이규엽 외(2018)의 5장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데이터 정책을 무역비용(trade costs)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다. 제한적인 데이터 정책이 포함하는 내용 중에 특히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 관
한 조치나 국내 데이터 규제 조치(behind border measure)는 데이터가 이동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는 Anderson van Wincoop(2003)가 말
하는 무역장벽(trade barrier)에 속한다. 두 보고서 모두 국가 수준의 데이터
정책을 다룬 점은 유사하지만 Ferracane and Marel(2019)은 종속변수로 서
비스 무역 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이규엽 외(2018)는 국경간 발생했던 데이터
60) 데이터 정책을 전자적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라고 정의하고, 그 규제 조치의 유
형을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와 데이터의 국내적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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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이 장의 연구는 Ferracane and Marel(2019)과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
다. 첫째, Ferracane and Marel(2019)과 달리 국제무역 이론에서 출발하여 최
적화를 만족하는 축약형 계량추정식(reduced-form econometric equation)
을 도출했다. 둘째, 국가 수준으로 합산된 서비스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세계투입산출데이터(WIOD)를 활용하여 산업 수준의 서비스 무역을 다룬다.
셋째, 데이터 정책을 세분화하여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과 국경 내
데이터 규제의 효과를 분리해서 서비스 무역효과를 추정하고 수출국-산업-연
도, 수입국-산업-연도, 수출국-수입국-산업 등 여러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추
정했다.

2. 모델
데이터 규제 정책의 서비스 무역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식을 도출하기 위해
다국가ㆍ다산업의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을 활용했다(Eaton and
Kortum 2002, Caliendo and Parro 2015). 세계경제가 N개의 국가로 이루
어져 있고 각 국가는 J개 산업을 갖고 있으며(국가 기호: 과 ; 산업 기호: 와
), 각 산업에는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재 생산
자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중간재를 수요하며 가격탐색을 통해 최
저가격을 제시하는 중간재 생산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다고 가정하자.
대표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최종재를 소비한다. 대표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
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며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다. 국가간 노동의 이
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제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 119

가. 가계
국가 을 기준으로 대표 가계는 복합재(composite goods)  를 소비하여
효용을 얻는다. 대표 가계의 효용을 수학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


[식 4-1]

여기서  는 효용함수이고   는 국가  소비자의 산업  상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파라미터다. ∑       는 모든 국가에 대해
성립한다.
대표 가계는 주어진 임금   하에서 노동을 공급하여 임금 소득을 얻는다.
대표 가계의 예산 제약식은          와 같다. 대표 가계는 예산 제약식
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식 4-1]을 극대화한다. 대표 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국가
의 가격지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은 대표 가계가   를 소비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다.

나. 최종재 생산자
국가 의 최종재 생산자는 중간재를 결합하여 최종재를 생산한다. 최종재
생산함수의 수학식은 다음과 같다.

  



   

  

 

      



,

[식 4-2]

여기서   는 국가  산업 의 최종재 생산량,    는 산업  의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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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대체탄력성이다.
최종재 생산자는 [식 4-2]를 고려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국가  산업
 중간재(  ) 가격을    라고 두면 최적화 과정을 통해 중간재 수요함수
   를 도출할 수 있다.

    

       
  .


  



[식 4-3]

최종재 생산자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중간재의
가격을 탐색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중간재 생산자로부터 수입함을
가정한다. 따라서 중간재 선택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in  


     








[식 4-4]

여기서  는 국가  산업 에서 중간재 생산 시 필요한 단위 비용이고,  
는 무역비용을 뜻한다.     는 국가  산업 의 중간재 생산자의 생산성이
다. 국가간 산업별 생산성 차이는 프리쳇 분포(Frechet distribution)를 통
해 생성된다. 분포의 특성을 이용하면 중간재 가격   를 계산할 수 있다. 프리
쳇 분포의 위치 변수를  라 하고 생산성 분포 변수를   로 두면 중간재 가격은
다음과 같다.61)

 









        
  

  





.

[식 4-5]

61) 자세한 설명은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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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간재 생산자
국가  산업 에서 중간재 생산자는 주어진 생산성   를 기초로 노동서비스
와 타 산업의 중간재를 결합하여 중간재   를 생산한다. 이 중간재 생산자가 활
용하는 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의 특성을 지님을 가정한다.

            

 



 



 

   
 

,

[식 4-6]

여기서    는 국가  산업  중간재 생산자가 산출하는 중간재 생산량이
 
고,    은 고용한 노동자 수, 
  는 산업 에서 사용하는 산업 의 상

 


품이나 서비스 투입량이고 
 ≥ (∑         ) 는 산업 의 상품

이나 서비스의 투입비중을 뜻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중
간재를 뜻하는   를 생략했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간재 수요를 나타내는 [식 4-3]과 생산함수 [식 4-6]을
이용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최적화를 통해 산출된 단위생산비용은 [식
4-7]과 같다.


 


     ∏       ,

[식 4-7]

여기서   는 상수이고   는 국가 의 임금수준이다.

라. 데이터 규제 정책을 고려한 무역비용
국가  산업  중간재 생산자가 상품을 국가 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총무역
비용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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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8]

여기서  는 국가 에 속한 산업 의 수출자가 국가 로 수출할 때 직면하
는 관세와 같은 무역비용을 의미한다. 나아가 [식 4-8]에서는 Arnold,
Javorcik, and Mattoo(2011), Arnold et al.(2015), Ferracane and Marel

(2019)을 참고하여 데이터 규제 정책 변수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 정책 지수와
국가-산업 수준의 디지털 집중도를 결합하여 생성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규제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데 산업 수준
의 디지털 집중도(Digital Intensity)를 가중치로 사용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서 데이터 규제 지수가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수입국의 디지털 집중도가 0에 가
깝다면 데이터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무역비용의 크기는 0에 가깝다는 의미다.

 
는 Anderson and Wincoop(2003) 이하 수많은 논문에서 전통적인 무역

비용으로 제시하는 거리, 국경여부, 식민지, RTA 등이 포함된다.

마. 추정식
국가  산업 에서 발생한 총 지출비용은        이고 같은 산업에서

국가 이 특정 국가 를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은  
라고 하자. [식 4-5]와 프

리쳇 분포함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국가  산업 에서 국가 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   을 계산할 수 있다.


 


     

.

 
     

[식 4-9]



 

먼저 [식 4-9]에서 양 변에 국가  산업 에서 지출한 비용   를 곱하고 로
그를 취한 후 같은 성질의 변수끼리 묶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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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
여기서

 ≡ ln    이고

[식 4-10]

   
이다. [식
 ≡ ln   ∑ 
       

4-10]의 세 번째 항은 [식 4-8]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정책의 서비스 무역효과를 분
석하는 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식 4-10]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계량경제학
적인 추정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62)







ln  
                        ,

[식 4-11]


    라는 관계식을
여기서 하첨자 는 연도를 의미한다. 좌변 항은  

이용했다.  
 는 년도에 국가  산업 에서 산업 로 수출한 서비스 무역량을

뜻한다. 데이터 정책  
 는 데이터 정책 지수       와 디지털

집중도      의 곱을 뜻한다. 
 은 [식 4-8]에서 전통적인

무역비용 중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국간 RTA 체결 여부와 같은 변수를 대표
한다.  는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exporter-importer-year dummy),
  는 수출국-산업-연도 더미(exporter-industry-year dummy),   는 수입
국-산업-연도 더미(importer-industry-year dummy)를 나타낸다. 마지막으
로    는 에러항(error term)이다.
데이터 규제 정책을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와 국내 데이터 관련 규
제로 구분하여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식 4-8]을 다소 수
정할 수 있다. 즉, 데이터 규제 정책을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
(cross-border data flows restriction)와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data
domestic regulation)의 합으로 쓴다면, 무역비용을 [식 4-12]와 같이 쓸 수
있다.
62) [식 4-8]에서는 관세를 통한 무역비용이 담겨 있으나 이 장에서 다루는 부분은 서비스 무역이므로 [식
4-11]을 도출할 때 관세에 해당하는 변수는 굳이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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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12]

[식 4-11]을 도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추정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ln

[식 4-13]


여기서  
 는 데이터 정책 중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 지

수        와 디지털 집중도      의 곱

으로서 계산했다. 
 은 데이터 정책 중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 지수

      와 디지털 집중도     의 곱을 뜻
한다.
이 장에서는 추정식 [식 4-11]과 [식 4-13]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국-산업국-산업 더미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적인 설명
변수인 거리, 식민지 여부, 인접국가 여부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비교했
으며, 중국의 WTO 가입 시기(2001~02년)와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을 제
하고 추정하여 기본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했다.

3. 분석자료
[식 4-11]과 [식 4-13]에서 필요한 자료는 서비스 무역, 데이터 규제 정책,
디지털 집중도, RTA 여부 데이터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는 2016년에 구성한
세계투입산출데이터(WIOD)에서 추출했다. 이 자료는 ROW(rest of the
world)를 제외한 43개국을 대상으로 2000~14년 동안 발생한 산업수준의 서
비스 무역액을 포함한다. 산업수준의 디지털 집중도는 해당 산업에서 사용한
총 중간재에서 디지털 관련 산업에서 조달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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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63) 데이터 규제 정책에 관한 자료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ECIPE)에서 제
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했다. 이규엽 외(2018)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ECIPE의 DTRI 자료는 일부 오류와 중복이 있어 가공이 필요하다. 또한 구축
된 DTRI는 국별 규제에 관한 건수에 대해 임의의(arbitrary) 가중치를 부여하
여 지수를 산출했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임의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
터 규제 정책에 대한 건수 자체를 활용했으나 Ferracane and Marel(2019)처
럼 가중평균 방식도 병행해서 변수를 구축했음을 밝힌다. 아울러 데이터 규제
를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와 국가 내 데이터 관련 규제 조치로 구분하
여 추가로 분석자료를 생성했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가 2000~14년까지만 제공되므로 해당 연도와 매칭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 정책 자료를 모았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와 데이터 정책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 정책 자료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데이
터 정책에 대한 자료는 64개국을 포함하지만 WIOD가 포괄하는 국가가 43개
국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WIOD에서 서비스 무역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TiVA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면 분석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 경우 늘어난 기
간만큼 산업수준의 디지털 집중도를 일관되게 산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RTA 여부와 거리, 식민지 여부, 국경인접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CEPII에서
원용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 자료출처, 단위에 대한 정보를 [표 4-1]에 요
약했다. 또한 [표 4-2]는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에 대한 기
초통계량이다.

63) Ferracane and Marel(2019)은 US Scensus ICT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출
액을 활용하여 디지털 집중도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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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변수의 단위와 자료 출처
변수명

내

용

서비스무역(ln )

로그 서비스 수출액(명목)

데이터 정책

데이터에 관한 규제(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국내

(CB와 DR 포함)

데이터 관련 규제 포함)

디지털 집중도

자료출처

단위

WIOD

US달러(천)

ECIPE

건수

서비스 산업별 총 중간재 사용에서 디지털 관련

WIOD를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

이용하여 계산

거리

양국간의 거리 변수

CEPII

km

인접국가

양국간의 국경 공유 여부 더미

여부 더미변수

(국경을 공유하면 1)

CEPII

-

식민지 관계

양국간의 식민지 관계 여부 더미

여부 더미변수

(식민지 관계가 있었으면 1)

CEPII

-

CEPII

-

최솟값

최댓값

(digital
intensity)

RTA 더미변수

양국간 RTA 체결 여부 더미
(RTA를 체결했으면 1)

-

자료: 저자 작성.

표 4-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무역(ln )

588,985

-.5681

4.241

데이터 정책

588,985

1.5055

1.7025

0

11

데이터 정책(CB)

588,985

.7570

1.0742

0

5

데이터 정책(DR)

588,985

.7485

1.0895

0

8

588,985

.0344

.0557

0

디지털 집중도
(digital intensity)
거리

588,985

인접국가 여부

588,985

.0609

식민지 여부

588,985

RTA 여부

588,985

8.078

1.063

-75.652

10.165

.6851

5.0809

9.8124

.2392

0

1

.0376

.1903

0

1

.5187

.4996

0

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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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표 4-3]은 [식 4-11]과 [식 4-13]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표 4-3]에서 모형 (1)~(4)는 [식 4-11]을, 모형 (5)~(6)은 [식 4-13]을 이
용했다. 모형 (1)과 (2)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총 건수를 활
용했다. 모형 (3)과 (4)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을 구분하지 않은 총 건수를 활
용했다는 측면에서 모형 (1) 및 (2)와 동일하지만, 데이터 규제 정책을 구성하
는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했다. 달리 말하면 모형 (1)과 (2)에서는 데
이터 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반면, 모형
(3)과 (4)에서는 Ferracane and Marel(2019)이 사용한 가중치를 부여했다.
모형 (3)의 결과는 모형 (1)과, 모형 (4)의 결과는 모형 (2)과 비교 가능하다. 모
형 (5)와 (6)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을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한 자료를 활용했다. 모형 (1), (3), (5)는 RTA 더미, 수출국-수입
국-산업 더미, 수출국-산업-연도 더미, 수입국-산업-연도 더미를 모두 포함했
고, 모형 (2), (4), (6)에서는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를 포함하지 않고 대신에
전통적인 무역비용 관련 변수인 거리, 인접국가 여부, 식민지 여부를 고려했다.
[표 4-3]을 통해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네 가지 결과를 정
리했다. 첫째, 규제 측면에서 강화된 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수입은 서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연구의 관심은 수출국-수입국
-산업, 수출국-산업-연도, 수입국-산업-연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의 부호다. [표 4-3]의 모형 (1)에서 [식 4-11]에서 나타낸   가 음
수(-)로 나타나는데, 이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강화될수록 평균적으로 서비스
수입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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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로그선형회귀(log-linear regression) 분석모형
변수명
데이터 규제 정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208***

-.193***

(.00294)

(.00416)

모형 (5)

모형 (6)

-.0841*** -.0778***
(.00117)

(.00167)

데이터 규제 정책
(가중평균)

-.0776*** -.0849***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

(.00165)
국내 데이터 규제

(.00225)

-.0944*** -.0670***
(.00104)

거리

인접국가

식민지

(.00287)

-1.250***

-1.244***

-1.249***

(.00643)

(.00643)

(.00643)

.102***

.100***

.101***

(.00139)

(.00139)

(.00139)

.583***

.593***

.586***

(.00157)

(.00157)

(.00157)

RTA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

YES

NO

YES

NO

YES

NO

수출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수입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586,154

584,186

586,154

584,186

586,154

584,186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이고 ***은 p<0.01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둘째, 데이터 정책의 하위 규제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가 변화하더라도 첫째
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는 강건하다. 모형 (3)은 Ferracane and Mare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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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식 4-11]을 통해 다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에서 제시한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
역과의 상관관계가 한결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erracane and Marel
(2019)은 데이터 규제 정책 지수를 도출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하지 않고 임의적(arbitrary)으로 설정한 값을 사용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모형 (1)이나 모형 (3)의 결과는 Ferracane and Marel(2019) 방식을 따른 가
중치를 사용하더라도 계수 값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셋째, 데이터 규제 정책을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
하여 추정하더라도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수입 감소 간 음(-)의 상관관계
는 변하지 않는다. 모형 (5)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식 4-13]의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 계수   와 국내 데이터 규제 계수   가 모두 음(-)으로 나타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 결과는 Ferracane and Marel(2019)이 제시한
결과와 다소 다른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을 세분하면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 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국내 데이터 규제 계수   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
유는 분석 모델과 사용한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장의 연구에서
는 Ferracane and Marel(2019)과 달리 수출국-수입국-산업, 수출국-산업연도, 수입국-산업-연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국내 데이터 규제 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이상의 결과에서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를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무역비용 관련 변수인 거리, 인접국가 여부, 식민지 여부를 통제하더라도 모형
(2), 모형 (4), 모형 (6)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본 분석 결과(첫째~넷째)는 강
건하다. 첫째~넷째의 결과와 보완적으로 [표 4-4]는 중국의 WTO 가입 기간과
금융위기 기간을 배제한 후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강건성
검증에 대한 결과는 정리하여 [부표 3~5]를 통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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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일부 연도 제외
로그선형회귀(log-linear regression) 분석모형
변수명
데이터 규제 정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139***

-.180***

(.00437)

(.00326)

모형 (5)

모형 (6)

-.0397***

-.0569***

(.00190)

(.00183)

-.0789***

-.1120***

(.00247)

(.00125)

-.0551*** -.0784***
(.00134)

(.00130)

데이터 규제 정책
(가중평균)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

국경 내 데이터 규제

RTA 더미

NO

YES

NO

YES

NO

YES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수출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수입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429,782

429,782

429,782

429,782

429,782

429,782

주: 1)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이고 ***은 p<0.01을 의미함.
2) 중국 WTO 가입과 금융위기(financial crises) 기간 제외(2000, 2001, 2008, 2009 제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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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이 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무
역 모델에서 도출한 계량 추정방정식을 토대로 WIOD와 DTRI 자료를 활용하
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가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장의 분석 결과와 함께 데이터 규제 정책과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규엽 외(2018)의 4장과 Ferracane
and Marel(2019)의 결과를 종합하면 데이터 규제 정책의 확대가 국경간 데이
터 이동 규모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과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로(link)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이동, 데이터 규제 정책, 서비스 무역 간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직관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
터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 즉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
가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교역 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부담을 가중한다.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인
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는 시차를 두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규엽 외 2018). 추가로 최근 데이터 활
용 정책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장의 연구에서 선택한 분석연도 이후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와 활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만 현재로서는 데이터 활용과 규제 정책을 모두 측정(measure)해 볼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다. 그럼에도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는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
고 연구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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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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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

이 보고서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과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
터 정책을 펴왔으나 최근 들어 데이터 활용이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에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데이터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
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데이터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2~4장의 결과와 함께 종합 논의를 포함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5장의 1절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추진
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 정책을 정리했다. 이 중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마지막으로 입법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내
용을 검토했다.

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우리 정부는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
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데이터ㆍAI 융합 정책 등으로 변화하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데이터 관련 주요 정부 사업으로
빅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
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도 서둘러 왔는데 소위 일컫는 데이터 3
법을 포함하여 여러 데이터 관련법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한국의 데이터 정책은 대부분 개별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데이
터 관련 부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다르고,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유통, 활용 등 데이터 가치사슬에 걸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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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데이터 정책 추진은 크게 ① 데이터 유통, 활용 정책을 포함하여 주
요 데이터 관련 사업 총괄, ② 공공데이터 수집ㆍ개방ㆍ활용 추진전략 수립, 공
공 데이터 활성화 정책, 공공 빅데이터 정책 등 공공 부문의 역할 수행, ③ 부처
간 정책을 조정ㆍ심의하고, 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 및 민간의 의견수
렴 및 사회적 합의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해당 부처가 관련 데이터 정
책을 수행하고 있다.

표 5-1. 부처별 데이터 정책 운영 현황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데이터 정책 및 사업
빅데이터, 데이터사업,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4차 산업혁명,
AI, 데이터바우처사업,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혁신성장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금융분야 빅데이터, 신용정보법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드론ㆍ에너지신산업ㆍ스마트시티ㆍ스마트공장ㆍ자율주행차ㆍ핀테크ㆍ스
마트팜 등), 5G,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단지, 바이오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
공공데이터,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법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심의ㆍ조정,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5G 등

자료: 2016∼19년 각 부처별 보도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참고문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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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1) 추진전략
한국은 2018년부터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
다.64)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9년 1월 ‘데이터ㆍAI 활성화 계획(2019. 1)’이 각각 발표되면서 현재
이 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데이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표 5-2. 한국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
전략 1.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ㆍAI 활성화 계획(2019. 1)
전략 1.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

∙ 데이터 이동권 확립(MyData)

∙ 체계적 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촉진

∙ 양질의 데이터 유통기반 구축
∙ 개인ㆍ기업ㆍ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

전략 2.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확산

전략 2.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 양질의 데이터 구축ㆍ개방

∙ AI 허브 구축

∙ 데이터 저장ㆍ유통 활성화

∙ AI 기술력 제고

∙ 데이터 분석ㆍ활용 확산
전략 3.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 AI 활용 생태계 조성
전략 3. 데이터-AI 융합 촉진

∙ 빅데이터 관련 선도기술 확보

∙ AI 융합 클러스트 조성

∙ 미래수요 대응 전문인력 확충

∙ 사회적ㆍ산업적 수요 확산

∙ 빅데이터 전문기업 성장 지원

∙ 제도적ㆍ인적 융합

자료: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 1) 참고.
64) 정부는 2017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I-Korea 4.0)’을 수립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ㆍ
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로 민간ㆍ공공의 데이터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 개방,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 등의 추진 계획을 포함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2017. 11. 30,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
획」 발표) 이러한 계획들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에는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ㆍ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
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 구현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이
발표되었다. 3대 추진전략으로 ① (데이터ㆍ블록체인ㆍ공유경제)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뢰
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공유경제 기반 구축, ② (AI)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③ (수소경제) 미래 친환경 에너지
로서 단계별 수소 가치사슬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 등을 수립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8. 13,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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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은 크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 육성, ∆데이터와 AI 융합 촉진, ∆데이
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 육성 추진전략은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에 걸쳐 수립됐다.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전 주기 혁신을 추진했는데,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데이터 구매ㆍ활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표 5-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 육성’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구분
데이터
구축ㆍ개방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 공공ㆍ민간 분야(금융, 통신 등)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제공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100개)와 양질의 데이터가 결합ㆍ유통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
출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10개) 구축
- 중소ㆍ벤처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데이터 유통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추진
- 데이터 거래 지원 인프라 구축, 데이터 표준화
- 국민들이 데이터 활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활용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 확대ㆍ실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 1) 참고하여 저자 정리.

둘째, 데이터와 AI의 융합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에서는 기존의 데이터와 AI를 개별 분야로 설정하여 전략을 수립했으나 ‘데이
터ㆍAI 활성화 계획’에서는 데이터와 AI를 융합한 전략으로 정책이 전환됐다.
데이터와 AI가 가져올 혁신적 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배경
에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AI 기술을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 산업의 혁
신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이다.65) 데이터와 AI 간 융합을 촉진하는 인프라
65) AI 활성화 정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과 ｢인공지능(AI) R&D 전략｣(2018. 5)을 통해 발표
됐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에서 데이터ㆍAI 경제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다(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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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AI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AI 연구 확대를 통해 데이터ㆍAI 관련 기업ㆍ
지자체ㆍ학계 간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AI 핵심기술 개발로 데이터와 AI를 활
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산업 분야의 적용을 확산하기 위함
이다.

표 5-4. ‘데이터와 AI 융합 촉진’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구분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등 AI 개발 핵심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제공

AI 혁신 생태계 조성

- 차세대 AI 핵심기술 확보, AI R&D 챌린지 확대66), AI 연구거점 마련
- AI 전문기업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 데이터와 AI 관련 연구개발, 인력
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 AI 융합 촉진

-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
- 데이터와 AI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
- 데이터와 AI의 윤리적 사용 지원 및 AI 윤리 시책 마련

자료: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 1) 참고하여 저자 정리.

셋째,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 전략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를 이루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수준의 개
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제
기되고 있는 AI 윤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6) ‘R&D 챌린지’는 정해진 개발 방법이 없는 분야의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개발
방법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목표만 부여한 후, 시장의 공개된 경쟁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제시한 연
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R
&D) 방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1. 2), 「2019년 인공지능(AI) 그랜드 챌린지의
서막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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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추진전략 및 관련 정책
-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 개인정보 제도화를 통해 가명ㆍ익명제도 등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 비식별 조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
- AI 윤리 시책 마련

자료: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 1)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주요 데이터 정책
지금까지 한국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과, 전략에 따라 시행되거나 계획 중
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추진전략에 따라 각 부처별로 데이터 관련 정책
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중 공공 데이터 정책, 빅데이터 정책
을 포함한 최근 데이터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공공 데이터 정책은 공공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정부
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활
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발표
하고 추진 중이다.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2014∼16년에 걸쳐 진행됐
으며, 공공 데이터의 양적 확대와 개방ㆍ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
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총 33종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개방했다.67) 제2차
기본계획(2017∼19년)은 양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68) 신산업 중심의 생
태계 조성,69) 국민참여 확대70) 등을 주요 전략으로 공공 데이터의 확산,
67)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2/openData/screen.do, 검색
일: 2019. 8. 11).
68) 공공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융합하고(자동차 종합정보, 국가
에너지 정보, 정밀 의료정보 등),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
능형 데이터 발굴(센서데이터(지진 등), 지능형 데이터(의료영상 등), VR/AR 데이터(실내공간 등)(행
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12. 20),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 확대: 행자부,
「제2차 공공데이터 3개년 기본계획」 확정ㆍ발표」).
69) 공공, 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ㆍ거래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조성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
한 거래시장 조성 지원(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12. 20),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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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목표로 한다.71) 현재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0∼22년)이
수립 중이다.
또한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를 출범하여 데이터 거래소 구축,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72)이 통과
(2017. 12)됨에 따라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의 근거가 마련됐다. 2018년 발
표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서는 공
공 데이터의 전면 개방(국가안보ㆍ개인정보 포함된 데이터 제외)을 추진하고,
인공지능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 데이
터를 개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표 5-6. 공공 데이터 주요 정책ㆍ사업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1차
∙ 공공데이터 양적 확대 및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차
공공 데이터

∙ 기업과 신산업에 활용성이 큰 융합형ㆍ지능정보 데이터 개방 확대
∙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공공, 민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ㆍ거래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 조성
∙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장 조성 지원
∙ 개인 데이터 개방 자기 결정 및 참여제도 마련
∙ 공공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One Gov.) 마련

방 본격 확대: 행자부, 「제2차 공공데이터 3개년 기본계획」 확정ㆍ발표」).
70)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데이터 개방 자기 결정 및
참여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스스로가 데이터 개방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행정자치부 보도
자료(2016. 12. 20),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 확대: 행자부, 「제2차 공공데이
터 3개년 기본계획」 확정ㆍ발표」).
7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12. 20),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 확대: 행자부,
「제2차 공공데이터 3개년 기본계획」 확정ㆍ발표」 참고.
72) 동 법에 기관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이 명시됨.

140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표 5-6. 계속
-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 빅데이터 분석기술 집중지원
∙ 데이터거래소 구축
빅데이터 활성화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범정부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안보ㆍ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추진

공공 데이터
혁신전략

- 인공지능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2018년 29개, 2019년 19개 분야)
- 700여개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소재와 메타데이터 정보 통합관리
- 국가데이터맵 제공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확대

활성화

∙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하여,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외
에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자료: 2016∼19년 부처별 보도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참고문헌 참고).

특히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700여 개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소재와 메타데이터 정보73)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데이
터맵74)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 데이터 제공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다(2018~19년 추진).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
획을 마련하였는데, 먼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75)
73) 원시 데이터에 대한 속성정보(용어, 형식, 분류명, 설명 등)를 포함한 정보.
74) 데이터 소재지 및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서비스.
75)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하여,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안보, 외교ㆍ통일, 수사ㆍ재판,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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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빅데이터 정책은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빅데이터를 활용
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76)’이 발표되면서 빅데이터 정책이 검토되기 시작했
고, 2012년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77) 수립, 2013년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창조경제 및 정부 3.0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 발
전전략’7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빅데이터 정책이 추진됐다. 이후 빅데이터 정
책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목표로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I-Korea 4.0)’79)을 수립(2017.11)했고, 이를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
라(Data-Network-AI)80) 구축, 인공지능 R&D 전략, 신산업 인프라ㆍ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별 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데이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에 따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6 발표)’을 수립했다. 동 전략에서는

의 민감정보(사상ㆍ신념, 노조ㆍ정당 가입ㆍ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를 처리하는 경
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5만 명 이상 민감ㆍ고유식별정보, 50만 명 이상 연계, 100만 명 이상 보유
시)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2018. 9. 5, 「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 마련).
76) 동 안의 세부 추진과제로 △범정부적 데이터 연계ㆍ분석체계 구축 △정부ㆍ민간 데이터 융합 △공공
데이터 진단체계 구축 △법ㆍ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개인정보 익명성 조장체계 확립
△기술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1.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
트 정부 구현(안)｣).
77)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2. 7. 6),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78)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선도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의료ㆍ건강, 과학기술, 정보보안, 제조ㆍ공
정, 소비ㆍ거래, 교통ㆍ물류 등 빅데이터 유망 6대 산업분야 선정을 통해 관련 산업 및 빅데이터 산업
동반발전, 창업지원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활성화, 빅데이터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국제
표준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관계부처합동, 2013. 12.
11, ｢창조경제 및 정부 3.0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발전전략｣).
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브랜드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ㆍ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자료, 2018. 1. 24, ｢2018 업무보고,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주요 내용 발표｣).
80)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화 하는 것이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
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능화 기술 개
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자료, 2018. 1. 24, ｢2018 업무보고, 「과학기술과 IC
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주요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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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권 개념을 담은 마이데이터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개인
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공
공ㆍ민간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ㆍ관리를 위
해 2022년까지 중소ㆍ벤처기업에 1만 개 이상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는 등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며,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해 민간ㆍ공공이 연
계한 개방형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국
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플래
그십 프로젝트 투자를 대폭 확대,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81)
최근에 두드러지는 정책적 특징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AI와 데이터 간
유기적인 융합을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정
책으로 ‘데이터ㆍAI 활성화 계획(2019∼23년)’을 들 수 있는데, 동 계획은
2019∼23년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AI의 육성 전략과 융합을 촉
진하는 정책으로 5개년 실행계획이다.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AI 유니
콘기업 10개 육성,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ㆍAI 분야 전문 인
력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82) 정부는 AI 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I 허
브83)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AI 허브 구축을 통해 민간에
활용 가능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고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방을 위한 컴퓨
팅 자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에 걸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마이데이

81) 관계부처 합동(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1.16), 「데이터ㆍ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의 이정표 제시」.
83) ‘AI 허브’는 인공지능의 응용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① 다양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머신
러닝/딥러닝에 활용할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의 데이터 필요), ② 인공지능 오픈 API(응
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정 프로그램을 레고 블럭
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③ 고성능 컴퓨팅 파워 등을 국
내 중소ㆍ벤처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인프라임(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1. 22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프라를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지원한다
-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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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업, 데이터 바우처 지원,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
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ㆍ구축하기 위한 빅
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열고, 이를 분야별로 연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
축하겠다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기업)과 데이터 활용
기업 간 컨소시엄을 지원한다.84)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구매하
거나 데이터 가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데이터 분야 투자여력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85)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래그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수 활용 사례86)를 발굴하는 사업이다.87)

표 5-7. 빅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 정책ㆍ사업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ata-Network-AI) 구축
∙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 신산업 인프라ㆍ생태계 조성
∙ 마이데이터 선도입
∙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등의 개정 추진
∙ 공공ㆍ민간 데이터 획기적 개방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 2022년까지 중소ㆍ벤처기업에 1만 개 이상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
∙ 민간ㆍ공공이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기반 구축
∙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 추진
∙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투자 대폭 확대
∙ 데이터 바우처 지원

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2. 12),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 올해 데
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787억 원 투입」.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5), 「데이터 바우처 1차 수요기업 200개 선정, 2차 바우처
사업(5.20~6.21) 수행기관 17개 선정」.
86)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공이익실현 등 선도 시범과제 발굴 및 개발.
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2. 12),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ㆍ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 올해 데
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787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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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 빅데이터 센터(100개), 빅데이터 플랫폼(10개) 구축
∙ 바우처 사업 추진
∙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ㆍ실시
데이터ㆍAI 활성화 계획

∙ AI 핵심기술 확보, AI전문기업에 AI 기술개발 집중 지원
∙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구축
∙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AI+X 플래그십 프로
젝트) 추진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개인정보 관련 법령개정,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바우처 지원
데이터플래그십 지원
사업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 빅데이터 센터 육성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 빅데이터 네트워크 조성
∙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제반 비용 지원
∙ 데이터 구매,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바우처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 지원
∙ 빅데이터 우수사례 발굴
∙ 빅데이터 솔루션 및 컨설팅
∙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AI 허브 지원

∙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방을 위한 컴퓨팅 자원 제공
∙ 인공지능 개발 환경 지원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 클라우드 컨설팅 사업과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진행

지원, 공공부문 클라우드 ∙ 파스-타(PaaS-TA)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ㆍ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확산
이용 활성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 국산 클라우드 플랫폼 첨단화를 위한 2단계 R&D 추진
∙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

자료: 2018∼19년 부처별 보도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참고문헌 참고).

나. 데이터 관련 정부사업: 빅데이터 센터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지금까지 정부가 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 단계에 걸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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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과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
터 활용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분야별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8.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현황(2019년 9월)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수1)

금융

9개

플랫폼 주요 내용
금융(대출, 보험, 증권), 비금융(통신, 소셜, 유통, 미디어, 상권) 데이터를
융합하여 소상공인 창업 지도 서비스 및 국민 금융생활 플래너 서비스
등 제공
물, 기상ㆍ기후, 미세먼지, 지질ㆍ재해, 생태ㆍ자원, 화학ㆍ물질, 환경

환경

10개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맞춤형 수질정보 서비스 및 대기질 야외활
동 추천 서비스 등 제공

문화 미디어

11개

교통

9개

문화, 숙박, 레저, 음식, 상권, 도서ㆍ출판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문화
여가 종합정보 서비스 및 한류 비즈니스 매칭서비스 등 제공
실시간 교통량, 대중교통, 열차,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유동인
구, 주차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서비스 및 스
마트 시티 지원 서비스 등 제공

헬스케어

8개

유통

10개

10대 암종별 임상 데이터를 융합하여 암 진단ㆍ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등 활용
유통상품, 카드결제, 택배송장, 통신, 부동산, 상권, 물류, 맛집, 중고차시
세,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라이프 스타일별 선호 외식업종 서비
스 및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정보 서비스 등 제공

통신
기타
(중소기업)

14개

유통인구, 상권, 카드소비, 관광, 교통카드 정보, SNS 등의 데이터를 융
합하여 상권분석 서비스 및 생활인구 분석 서비스 등 제공
중소기업 회계정보, 부동산, 보험계약, 기업 고용ㆍ복리후생, SNS 등의

10개

데이터를 융합하여 기업 경영정보 분석 서비스 및 일자리 수요예측 서비
스 등 제공

146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표 5-8. 계속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수1)

기타
(지역경제)
기타
(산림)

플랫폼 주요 내용
지역화폐 결제정보, 기업정보, 일자리, 신용평가, 카드사 정보, 경기도 인

7개

구ㆍ주거ㆍ환경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 소비패턴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제공

9개

임업, 등산로ㆍ숲길ㆍ자전거, 대중교통, 산악기상, 산림재해, 항공영상 등
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트래킹 서비스 및 산림재해 예측 서비스 등 제공

주: 중복 참여기관을 제외하면 총 94개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9. 5),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22개소 센터 선정」에서 저자 정리.

동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빅데이터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플
랫폼에서 수집, 분석, 유통,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빅데이터 센
터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기관별로 생산,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한 개방,
공유 체계를 마련하며, 플랫폼은 주요 분야별로 데이터 수입, 분석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분야별 플랫폼 10개소와 이
와 관련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88) 플랫폼 및 센터의 참여
기관과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다.89)
2019년 9월 현재 10개 분야 플랫폼과 94개소 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나머
지 6개소 센터도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90) 선정된 10개 분야 플랫폼은 금융,
환경, 문화ㆍ미디어,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기타(중소기업, 지역경제, 산
림) 등이다.
정책 시사점에서 다룰 논의를 위해, 선정된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중 금융 빅
데이터 플랫폼과 헬스케어(암)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자.
88) 2021년까지 이미 구축된 각 플랫폼과 센터 간 연계를 추진하고, 2023년까지는 전체 플랫폼에 대한
통합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을 중개하고 매칭하여 컨설팅ㆍ분석 지원정책을 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019~
2023년, 관계부처 합동(2019).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89)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센터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총 3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 중에서 10% 이
상은 지역기반 중소기업으로 구성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 3. 6, 「데이터 혁
신 생태계, 공공ㆍ민간 협업으로 본격 조성 추진」)
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9. 5),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22개소 센터 선정」.

제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 147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은 주관기관인 카드사91)가 중심이 되어 보험, 증권, 통
신 등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7개 센터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창업지도 서비스 및
국민 금융생활 플래너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92) 플랫폼과 센터에서 생산
된 데이터로 지역ㆍ상권별 창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여 소상공인 대상 창업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소비성향을 분석하여 은행, 보험 등
의 소비자 중심의 최적 금융상품을 추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93) 즉, 빅데
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통해 생산ㆍ유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5-9.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① 생산
플랫폼 데이터 생산
(카드사 플랫폼)
+
센터 데이터 생산
(증권, 대출, 보험, 통신, 소셜,
상권, 유통 등 7개 센터)

② 수집 분석
소비자 프로파일링
상권별 소비 예측
금융서비스 수요 예측
소상공인 매출 예측
부정사용 감지모형

③ 서비스
전국 소상공인 창업지도 서비스
국민 금융생활 플래너 서비스
좋은 일자리 추천자수 서비스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해외여행 자동카드 잠금/해제 서비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0개 과제 선정」 참고하여 저자 작성.

헬스케어(암)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는 국립암센터94)가 중심이 되어 10대
암종별 임상 데이터를 생산하는 5개 센터와 협업하여 암 진단, 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등에 활용된다.95) 2019~21년간 국립암센터 등 6개
병원에서 39만 4천 건의 10대 암종별 통합 메타데이터가 생산될 예정이다. 헬
스케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서비스의 예로 의사가 검증한 고품질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법, 예후 예측 등을 지원하고, 항암치
91) 동 플랫폼은 2,800만 명 카드 고객 및 304만 개 가맹점의 소비ㆍ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 5. 1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0개 과제 선정」, pp.7~8).
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0개 과제 선정」.
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0개 과제 선정」.
94) 2016년 기준 유방암, 폐암 등 총 10대 암종별 12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0개 과제 선정」,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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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경과 및 반응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치료 주기별 의약품 성분 및 함
량, 투여량 분석 등으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96)

표 5-10. 헬스케어(암) 빅데이터 플랫폼
① 생산

② 데이터 활용 확산
∙ 의료진: 의사결정 지원, 예후 예측, 진단 및 치료 보조

데이터 생산
암종별 통합 메타데이터
(센터 + 플랫폼)

∙ 국민: 암치료 정보 제공, 최적의 암치료 제공 환자 안전
∙ 연구자: 임상연구 수행, 기초자료 제공, 효과적인 암진단, 치료방법 개발
∙ 정부: 암 정책 수립 지원
∙ 산업: 신규 의료서비스 모델 발굴, 인공지능산업 촉진, 임상시험 지원,
항암 치료제 개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0개 과제 선정」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마이데이터(MyData) 정책
정부는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
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인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본인정보 활용
지원(MyDat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97) 개인이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
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 주체를
기업 중심에서 정보주체(개인) 중심으로 전환을 꾀한 것이다.98) 이는 정보주체
인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통제하거나 활용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
터 서비스 기업 간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금융과 통신 2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
에는 의료, 유통,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여 실증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0개 과제 선정」, pp.1
5~16.
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7), 「과기정통부, 의료ㆍ금융ㆍ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
스 8개 과제 선정」.
98) 미국의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와 유사. 관계부처 합동(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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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
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99) 이 중 의료 분야100)와 에너지 분야101)
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건강검진 및 처방전 데
이터를 개인이 휴대폰 앱에서 직접 내려 받아 제3의 기업에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식단추천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한다.102) 또한 에너지 분야103)에
서는 가구별 에너지(상ㆍ하수도, 전력, 가스 등)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
간대별 사용량 모니터링 등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월단위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관리하며 다른 가구와 사용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상 징후(이상 가스패턴, 누수, 누진 등)에 대
해서도 알림 서비스를 조기에 파악하는 등 가계의 에너지 요금 절감에 이바지
하겠다는 목표다.104)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사업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마이
데이터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2018. 7).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
업은 소비자 개인이 복잡ㆍ다양한 금융 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금융회
사로부터 최적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스
스로 자신의 금융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ㆍ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본인 정보의 일괄 수집ㆍ조회 서비스
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105) 특히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7), 「과기정통부, 의료ㆍ금융ㆍ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
스 8개 과제 선정」; 부록 참고.
100) 과제명: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101) 과제명: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절감 서비스.
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7), 「과기정통부, 의료ㆍ금융ㆍ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
비스 8개 과제 선정」.
103) 과제명: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절감 서비스.
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7), 「과기정통부, 의료ㆍ금융ㆍ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
비스 8개 과제 선정」.
105) 금융위원회(2018. 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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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이동권’106)을 도입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07)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로 금융회
사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
하게 된다.108)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
를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 개인의 정보관리를 도울 수 있고, 맞춤형 상품 추천이
나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도 서비스할 수 있다.109)

글상자 2. 미국의 마이데이터와 비교

[미국의 마이데이터;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 개인이 데이터를 내려 받아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와 공유하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공시를 통해 정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개인)의 접근성
과 통제권 보장
∙ 헬스케어, 교육, 금융,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공시 실행
∙ 소비자가 개인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개인 데이터 다운로드 아이콘(버튼)을
통일하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의료 분야 블루버튼, 에너지 분야 그린버튼, 교육 분야 마이스튜던트버튼, 태양광 분야 오렌지
버튼 서비스 제공 중(블루버튼)
∙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ㆍ보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에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 열람과 다운
로드 지원
∙ 개인이 의료기관, 보험사, 검사기관 등의 웹사이트에서 블루버튼을 클릭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 열람 및 다운로드

106)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기관(금융회사 등)에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금융위원회, 2018. 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p. 16).
107) 정부는 정보보호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
기 위해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을 추진하였으며(2019. 2),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
하였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5. 「「데이터 표준 API」 워킹 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전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
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표준 API)을 이
용하게 된다(금융위원회, 2018. 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p. 16).
108) 금융위원회(2018. 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109) 금융위원회(2018. 11),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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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계속

∙ 개인이 의료기관, 보험사, 검사기관 등의 웹사이트에서 블루버튼을 클릭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 열람 및 다운로드
∙ 의료기관 및 보험사는 진료 요청하는 환자에게 전자사본 제공 의무화
∙ 참여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진료비 인센티브와 의료데이터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 블루버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일관성 있고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표준 및 상호운용 가이
드라인 제시
미국과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 비교

명칭
추진 방식
적용 분야

미국

한국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개인 데이터 내려받기 또는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또는

제3자 제공 지원

제3자 제공 지원

헬스케어, 교육, 금융,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정부 개입

정부주도

민간참여방식

민관협력체

참여기관 지원
플랫폼
표준

인센티브(의료), 시스템 구축비 지원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통신
정부주도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서비스
기업 간 컨소시엄
시스템 및 장비구입비 등
제반비용 지원

단일 플랫폼 없음,

단일 플랫폼 없음,

서비스 제공 사이트

분야별 플랫폼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블루버튼플러스)

데이터 표준 API 구축 추진

개인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이동권 관련 개정안

소비자 요청 시 공공ㆍ민간 데이터

국회 계류 중

제공 의무화
자료: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국내 개인데이터 이용 환경 분석」, pp. 6~10, 65~66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
최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
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위주의 규제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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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며,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 근거는 상
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공지능 기술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개인정보
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
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 사업이나 마이데이터 사업도 개인정보 보호 관
련 법제도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
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하는 조치를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조치110)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데이터 활
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16년 6월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11)을 발표했다.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했으며, 적절한 수준으로 비식별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불명확
하고,112) 비식별된 조치도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 재식별 후 개인정
보 침해에 대한 책임문제 논란이 제기된 까닭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제
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
다는 사실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
하고 데이터 결합을 시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113) 등에도 위반된다는
110) 비식별화란 데이터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괜찮
다? 교차하면 다 나온다!」, 2016. 6. 30)
111) 국무조정실 외(201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112)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조치된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
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니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
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비식별조치된 정보가 개인정보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여전히
개인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113) 우리나라는 공공,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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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을 따르기도 어렵지만, 따른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선뜻
데이터 활용사업에 뛰어들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화된 정보가 가명정보인지 익명정보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5-1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비교
가명정보

익명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특정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없도록 처리된 정보

개인정보 해당여부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 식별이

적용여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개념

데이터 분석의
유용성

높음

미적용
낮음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2018),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비교」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지적된 여러 의견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비하고, 가명정보의 정의와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18년 11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62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622),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636) 등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이 발의된 것이다(표 5-12 참고).

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을 규율한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특별법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법과 신용정보법 등은
개별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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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데이터 3법 포함 데이터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발의 연도
2018.11.15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인재근

16621

2018.11.15

김병욱

16636

2018.11.15

노웅래

16622

2018.10.29

변재일

16112

의안 명

비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3인)

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0인)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일: 2019. 11. 8)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가)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114)은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
의 △가명정보의 개인정보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개인
정보처리자 간의 정보집합물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확대 등의 신
설된 내용들을 포함한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
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인 ‘가명정보(pseudonymisation)’ 개념을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 제2조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가명정보에 대한 정
의를 구체화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함으로
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115)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명정보가 식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
가명 처리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
11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15.
115) 개정안 제2조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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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안 제2조 1의2)하는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
을 따름이다. 한편 개정안은 익명정보(anonymisation)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
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 익명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는 명시하고 있다(안 제58조 2). 참고로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가명정보는 추가적
인 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적
용받으나, 익명정보는 적용받지 않는다.
둘째,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28
조 2). 개정안에서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안 제2조 8).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가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116)하는 반면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학술연구뿐 아니라 민간투자연구 등
상업적 연구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
공하는 규정117)에 추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118)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
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
공할 수 있다(안 제15조 3장, 제17조 4항)’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116) 현행 제18조 제2항 4.
117) 현행 제15조 1∼2항, 제17조 1∼3항.
118) 개정안 제15조 3항, 제1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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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열람권, 개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권,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119)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
보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서 그 개인정보
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한 정
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120)
다섯째, 개정안은 정보집합물 결합, 다시 말하면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규
정을 신설했다. 개정안 제28조의 3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이라고 명시했으며, 정
보집합물의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
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결합절차와 방법, 전문기관 지정권자, 지정 및 지정취소,
관리감독, 승인ㆍ반출 절차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에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121)
여섯째,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122)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123) 특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119) 개정안 제28조 7.
120) 현행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12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제28조의 4, 제28조의 5, 제28
조의 6. 2018. 11. 15, pp. 2~3.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
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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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3/10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13
에 따라 사전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개
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해
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24)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
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조
항을 개정하였다(안 제7조).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개
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관련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 정보
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충
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안 제7조의 8).

표 5-1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내용

가명정보 정의

개정안 제2조 1의 2

가명정보 개념 도입

익명정보 적용 제외

개정안 제58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개정안 제28조의 2

가명정보에 대해 통계, 학술연구뿐 아니라 민간투자연

개정안 제2조 8

구 등 상업적 연구까지 광범위한 허용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정안 제15조 3항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

개인정보 이용

개정안 제17조 4항

공할 수 있도록 허용, 안전성 확보 조치 규정

가명정보 범위

정보집합물 결합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정안 제28조의 3
개정안 제28조의 4
개정안 제39조의 13

데이터 결합 허용, 안전성 확보 조치 규정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123) 제39조의 13(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②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4) 제39조의 14(상호주의) 제39조의13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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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계속

조항

내용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

상호주의

개정안 제39조의 14

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
한 허용

개정안 제7조
감독기구

개정안 제7조의 2∼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개정안 제63조

자료: 저자 작성.

나) 관련 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
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
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ㆍ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
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민간 투자 연구 등의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 산업
적 연구로 확대되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
터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허용하는 조항
은 데이터 결합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책을 구축하는 데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125)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이 한결 더 높
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따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
화 조항을 신설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정보에 대한 안
전조치 및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처리할 경우 과징금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125) 참여연대 보도자료(2019. 8. 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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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여러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을 다수 포함한다. 개정안은 가명정
보 개념을 도입했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
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
15조 3항과 17조 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
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이용, 제공되는지 불
분명하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일부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제39조의 13(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
호)을 보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
히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국외로의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한 국가 안
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한에 대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26) 다른 개정안
(의안번호: 16112)에는 국내서버설치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데이터 지역화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제기되고 있으
며, 여러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시
사점에서 조금 더 다룰 예정이다.

126) 안 제39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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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법 개정안
가) 주요 개정 내용
「신용정보법」 개정안127)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익명조치 개념 명시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집합물 결합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도입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평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첫째, 가명조치, 가명정보의 정의를 명시하고 개인신
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128) 개정안에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조치된 개인신용정보라고
정의된다. 또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경우 신
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129) 특히 통계작
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
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라
고 명시된 것에 반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연구’라고 명시하면서 ‘산업
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통계작성’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상업적 목
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또
한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신용정
보회사 등은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
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128) 안 제2조 15, 안 제2조 16.
1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pp.
3~4.
130) 안 제32조 제6항의 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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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1)
둘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는 달리 익명
조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익명조치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다.132)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
한 경우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133) 익명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사 및 인정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데이
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셋째, 개정안은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보집합물의 결
합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134) 또한 정보집합물 간 결합은 데이
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5)

표 5-14.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가명정보
익명조치

131)
132)
133)
134)
135)

개정안 제2조 15
개정안 제2조 16
개정안 제2조 17항

내용
가명정보 개념 도입
익명조치 개념 명시

안 제40조의 2.
안 제2조 17항.
안 제40조의 2.
안 제17조의 2, 안 제26조의 4, 안 32조 6항 9의 3.
안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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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계속

조항

내용

개정안 제17조의 2
정보집합물 결합

개정안 제26조의 4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 결합 허용

개정안 제32조의 6항 9의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 Data)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

정보주체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
개정안 제2조 9의 2

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정보주체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

개정안 제33조의 2

를 다른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

개정안 36조의 2

자동화 평가 실시, 자동화평가에 대한 대응권

개정안 36조의 3

보장

는 권리인 전송요구권 도입

자료: 저자 작성.

넷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
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을 도입했
다.136)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관리를 지원
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
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
송요구권을 포함한다.137)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
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38)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인적 개입 없이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
인의 성격, 형태, 취향 등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프로파일링 개념의 자동화평가
조항을 신설했다.139) 여기서 자동화평가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
136) 안 제2조 9의 2.
137) 안 제33조의 2.
1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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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평가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140) 이러한 자동화평가에 대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평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ㆍ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을 요구할 수 있다.141)

나) 관련 논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명정보ㆍ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
입,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등의 조항들을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익명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
명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42) 다만 ‘적정하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
게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143) 익명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보호되
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가명정보가 상업적 목적,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명정보의 활용이 공공의 목적뿐 아
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상업적 활동에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데
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원한다.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139) 안 제36조의 3.
140) 안 제2조의 14.
1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pp. 11~
12.
142) 안 제40조의 2.
143)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18. 12. 1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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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
정보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조항은 서로 다른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기 위
한 법적 근거다.144) 이 부분 역시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이 부분을 고려하
여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다룬 정책 시사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
용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본인정보를 본인이나 본
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다. 즉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145) 그러나 이동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이
나 개인정보 이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
동권에 대한 의무나 책임 등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보보호나 보안을
강화한 EU의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규정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146)
또한 개정안에 신설된 자동화평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권리
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EU
GDPR의 경우,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동화
된 처리에 의한 결정을 반대할 권리(거부권)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화된 의사 결
정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147) ｢신용정보
법｣ 개정안에는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요구나 이의제기만이 허용된다.148)

1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p. 5.
14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p. 11.
146) GDPR 제20조: 이동 가능한 개인정보가 인가받지 않은 또는 불법적인 처리와 예상하지 못한 손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 인증, 암호화 등 개인정보에 적절한 보안이 적용되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 비밀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동권에 대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
넷진흥원(2018),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pp. 96∼97)
147) GDPR 22조, 35조.
148) 안 제3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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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
항이 분산되어 있으며, 분산된 조항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기도 한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49)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상호주의, 과징금 부과 등 개인정
보보호와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삭제되고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서로 다르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신설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9조의 3∼제39조의 16).

나) 관련 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던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표적인 규정만 예로 들면 국내 대리인의 지정, 국외
재이전 개인정보보호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5에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
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수행,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관계
된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우 국내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 대리
인 지정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국내 개인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166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를 위반했을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위반 사항을 다루겠다는 취지
다. 관련된 논의는 이한영, 차성민(2018)을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제63조 5항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
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 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국외로 이전된 국내 이용
자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재이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50) 이
는 국내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으로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한편 2019년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법)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 관련 부처는
후속조치계획151)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
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다.152)

2. 정책 시사점
5장의 2절에서는 이 보고서의 2~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5장의 1절에서 검
토한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종합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서술했다. 데이터
와 인공지능에 관해 수없이 많은 시사점을 제안하고 논의해볼 수 있겠으나 다
른 자료나 보고서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으며, 다
150)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2018. 9. 7).
151) 정부는 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② 동시에 EU가 조기에 GD
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
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관계기관합동, 보도자료, 2020. 1. 22.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
법 신속 추진한다」).
152) 관계기관합동, 보도자료(2020. 1. 22),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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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전히 이 보고서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거나 주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 두었음을 밝힌다.

표 5-15.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고려 사항
구분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고려 사항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
소유권에 관한 경제학적 해법과 문제점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원시 데이터에 대한 가계의 소유권
최종재 생산자와 R&D 참여자의 소유권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구체적 활동 고민
2016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

자료: 저자 작성.

가.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1)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 구축에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장 규모나 데이
터 공급 및 수요 기업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만을 제공할 뿐이다. 디지털 산업(digital sector)에 대한 현황뿐 아니라 기업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다양한 형태의 공유 시장에 대
한 통계,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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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최근 OECD, IMF, APEC과 같은 국제기구
에서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측정(measure)하기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153) 세
부 수준(level)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학계의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전문가도 디지털 경
제에 대한 통계 데이터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학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
이터는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제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
다. 민간 영역에서도 이러한 통계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추세를 파악하
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통계 제공으로 인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필
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공공 데이터의 수집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인 필요에 부응하여 통계청 및 여타 정부부처의 주도로 방대한 국가통계가 수
집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정부 데이터가 잘 구축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
다(2장 참고).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 및 거래, 수출입, 국내외 투자 등과 관련
하여 기업 수준의 자료까지 잘 수집하고 있으나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가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제공되는 상황임을 지
적한다.

2)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
USMCA와 EU GDPR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대상과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153) OECD 자료는 Ahmad(2018)의 “Towards a Framework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IMF 자료는 IMF(2018),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APEC 자료는 APEC(2017), “APE
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2017/CSOM/006”을 참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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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서로 다르지만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통
점으로 나타난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이 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정보주체가 갖는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계 판독 가능한(machine
readable)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와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의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계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밝힌다(EU GDPR Article 20).154) 또한
2018년에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의 디지털 무역 장
(digital trade chapter)에서는 공공 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공공 데이터의 형태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를
통해 검색하고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노력조항이 담겨 있
다.155)156)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공공 데이터 제공 형태를 엑셀과 같은 파
일부터 API와 같이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19년 11월 5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등록된 전체 데이터 셋은 32,295개인데 이 중 표준 데이터라는 형태로 108개,
오픈 API 형태는 3,192개, 엑셀과 같은 파일데이터가 28,995개로서 여전히
파일데이터 형태가 대부분이다. 정형 또는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를 구분하고
표준화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갖

154) 2018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한 소비자 권리장전(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에도 EU GDPR처럼 파일 형식에 대한 유사한 소비자 권리 조항이 등장한다(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검색일: 2019. 11. 5).
155) 이러한 내용은 CPTPP나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2019년 WTO 전자상거
래 협상을 위해 작성된 미국의 제안서(proposal)에서도 동일한 조항이 나타난다.
156) 유럽연합처럼 영국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Midata’라는 명칭하에 마이
데이터(MyData)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이 정책을 위한 표준을 제시했는데, 이 표준은 재사용
이 가능하고 기계가독형 데이터 포맷(open standard format)의 사용 준수를 포함한다(한국인터
넷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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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하면 데이터 활용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157)

나.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정책이 무역 촉진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 두 가지만을 강조한다.158)

1)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26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7차 회의에
서 심의ㆍ의결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정ㆍ보완하여 2019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ㆍ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포함한 중기 계
획(2019~23년)을 확정했다. 정부의 추진전략은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
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이라는 3개 축(pillar)으로 나뉘는데, 이는 데이터 수집,
유통,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기초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확정한 계획에는 ‘교역’, ‘무
역’, ‘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2019년 10월 22일 정부의 합동 대
표단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석했다. 같은 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159) 산업부가 2019년 1월에 발표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 정부는 다자양자 통상

157) 양희태 외(2018), 5장 ‘나. 양질의 데이터셋 구축 및 공유 확대’에 담긴 내용 역시 참고하길 바람.
158) 이규엽 외(2018), 정책시사점의 내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길 바람.
15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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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이나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와 같은 정
책방향이 존재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이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은 디지털 ‘통상정책’과 유기적으로 연
결될 필요가 있다.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정부의 중기 계획 추진
전략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
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
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기 계획에 담긴 데이터 제도 정비
에 관한 내용은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관련법과 긴밀히 연결된다.160) 데이터
법안이 발의된 취지에는 2018년 EU가 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도 포함됨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정책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성이 높고(이 보고서
4장), 우리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이 보고서 3장, 이규엽 외 2018). 우리
기업이 주요국과 데이터를 원활히 주고받고 서비스 무역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
해서는 ‘통상이 고려된’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상’에 대한 고려는 정부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계획의 완결성
을 높일 수 있다.161)

2)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
앞서 디지털 통상정책을 반영하여 정부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
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2019년 1월 16일에 발표된 산업부의 디지
160) 발의된 데이터 관련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내 서버요건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상호주의(reciprocity) 적용을 포함한다(이한영, 차성민 2018). 특히 국
내 서버요건은 2019년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같은지 의문이다. 상
호주의 역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향과 같은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161) 이규엽 외(2018)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이 보고서에서 2018년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데이
터 규제혁신 계획에서 ‘통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방향(안)
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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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통상정책 방향(안)은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초안인 까닭으로 그간 변
화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내용을 업데이트(update)하고 보완
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2019년 1월 이후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굵직
한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미국과 일본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8월 25일에 합의한 무역협정(USJTA)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장(chapter)
을 포함했다. EU는 GDPR을 근거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소송을 여러
건 진행했다. EU를 대상으로 교역하는 우리 기업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
사항을 반영해 향후 대책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 또한 2019년 중국정부는 자국
내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국가 안보 위험 여부를
사전 심사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심사방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고 우리 정부도 논
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0년 6월 타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추가해야 하고 만약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중기 계획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2019
년 9월 20일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처럼 글로벌 통상규
범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USJTA뿐 아니
라 CPTPP, USMCA 등 최근 타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도 디지털 규범의 수준
이 향상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162)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과 관련이 되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자면,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에서 제시한 글로벌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다소 손볼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국가간 데
162) 이규엽, 강민지(2019)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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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규제 정책이 상이한 상황에서 국내에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범단
계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이니셔티브
(initiative)는 시기상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유권과 이슈와 연결되는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센터 사업
과 함께 놓고 보면 몇 가지 추가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드러난다. 이 부분은 이
보고서 5장 2절 다와 라에서 자세히 다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이 포괄하는 기간
(2019년~23년)에 맞춰 디지털 통상정책 중기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
기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목표로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
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고려한 성장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3
장에서 확인했다. 데이터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데이터 소
유권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는 3장의 성장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하여 논의하고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기로 한다. 5장 2절 라에서는 여기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3장의 모델에서 원시 데이터는 비경합적 특성이
있고 시장경제하에서 어떤 경제주체도 원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재 산업 분야와 R&D 산업 분야는 각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무료로 얻은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며, 가공된 데이
터는 생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경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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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에 관한 경제학적 해법과 문제점
Coase(1960)는 − 3장의 원시 데이터처럼 − 외부성이 존재할 때, 상황 정
보가 충분하고 협상 비용이 낮으면 소유권에 대한 귀속 주체와 관계없이 자원
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Coase(1960)의 통찰을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에 적용해 보자. 원시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를 명확히 하여 외부성을 내재
화할 수 있다면 − 대표 가계나 생산자에게 주어짐과 무관하게 − 사회 효용은
‘파레토 효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의 소유권 강화에만 집중하면 된다.
문제는 데이터가 Coase(1960)의 상품처럼 외부성(externalities)의 성격
을 가지지만 Coase(1960)가 분석한 상품과 달리 외부성의 성격과 시장의 구
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원시 데이터는 대표 가계에게는 부정적 외부성
(negative spillover)으로, 생산자에게는 긍정적 외부성(positive spillover)
으로 작용한다. 각 경제주체는 데이터를 서로 다른 성질의 외부성을 지닌 상품
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계가 느끼는 부정적 외부성은 생산자와 협상의 대상
에 속하지 않고 이 부분은 협상 후에도 비효용의 원인으로 계속 남게 된다. 즉,
데이터의 소유권이 정해지더라도 Coase(1960)가 제안한 협상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므로 이렇게 혼재된 데이터의 외부성은 경제 전체의 협상
효과를 떨어트리게 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판단하면 이는 협상의 비용
(transaction cost)이 늘어나 사회적 최적 효용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가 원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투
입해야 하는 노동 단위가 산업별로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원시 데이터가 산업
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지역적 외부성(local public good/
externalities)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시 데이터에
서 소유권에 대한 협상은 Coase(1960)의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 협
상과 구별된다. 설령 원시 데이터를 사용하는 생산자가 서로 독립적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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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생산자가 투입해야 하는 노동의 생산성이 서로 달라 원시 데이터의 최
적 총량을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기술 발전이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일어나고 데이터의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와 동시에 발생할 때 최
종재와 기술생산 산업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호 의존적인 점이 Coase(1960)
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인공지능 기술 산업에서는 원시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 개발에 의한 성장 속
도를 높여 다양한 물적 자산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재의 생
산성 증가는 물론, 소비자의 효용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난다. (정부
의 개입이 없이)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각자의 이윤과 효용만을 고려한 결정
과 협상으로, 앞서 언급한 연쇄 현상을 통해 사회적 최적 효용에 이르는 균형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Coase(1960)의 추측(conjecture)이 데이터 경제의 소유권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소유권이 가계에 있는 경
우와 생산자에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2) 원시 데이터에 대한 가계의 소유권
시장 경제체제에서 가계가 모든 원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먼저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시 데이터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경제
는 최적 상태를 벗어난 과잉성장에 따른 비효율을 겪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먼저 가계는 자신의 소비/저축 활동을 통해 원시 데이터가 생성될 때 데이
터의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효용을 자신의 효용극대화 문제에 포함시키지 못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생산자는 원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창출되는 긍정적 외
부성의 가치만을 보상받는다. 즉, 가계가 모든 원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
는 경우, 시장 경쟁체제에서 가계의 부정적 외부성은 내재화되지 못한 채 생산
자에게 공급된 데이터의 긍정적 외부성만 내재화될 뿐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
에서 요구되는 최적 데이터의 양보다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게 되어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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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상태를 벗어난 과잉성장을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원시 데이터가 요구되기(산업 데이터와 기
술 데이터를 가공할 때 필요한 노동 투입단위가 서로 다름) 때문에 원시 데이터
가 공유지의 희/비극(comedy/tragedy of commons)의 성질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서로 다른 생산함수에 따라 데이터 수요 자체가 지역적 공공
재(local public good)가 되는 복잡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성질은 정
부가 가계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와 이행(implementation)
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가계의 데이터 소유권 이행을 위해 생산자가 얻는 외
부성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가 최종재 생산에 미치는 외부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더라도 여
전히 정부는 R&D 기술 산업에서 생성되는 외부성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부분은 매우 어렵다. 데이터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
로 새로운 기술 개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과 동일하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상품의 가치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
운 기술이 동태적으로 진화하면서 범용기술(GPT)의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이
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사실 경쟁적 기술 시장(market for technology)
이 잘 형성되지 않는 근거로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Arora, Fosfuri,
Gambardella(2001)가 주장한 ‘정부가 경제 주체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강력
하게 보장하더라도 기술 시장의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기술 시장이 잘 형성되
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3) 원시 데이터의 최종재 생산자와 R&D 기술 생산자의 소유권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경제 주체가 원시 데이터의 소유권도 함께 갖는 경
우를 고려해 보자. 즉, 생산자가 가계의 원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최종재와
R&D 생산자가 가공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모두 갖는 경우다. 앞선 경우와 달리
가공할 데이터의 요소인 원시 데이터가 무료다. 이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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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가공한 데이터 소유권을 가진 최종재와 R&D 생산자는 ① 각자가 가공한
데이터를 다른 생산자와 공유하지 않고, ② 다른 목적으로 다른 생산자가 데이
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③ 따라서 가공한 데이터의 시장 거래를 위축시
킨다.
먼저 가공한 데이터를 다른 생산자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최
종재와 R&D 생산자는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노동을 투입하여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고 생산을 늘리는 데 치중할 것이다. 다만 각 생산자의 최
적행위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총량은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즉, 데이터의 소유
권이 비경합적인 성격에서 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재화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와 함께 각 생산자(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독점화하
여 지대(rent)를 추구할 유인이 크므로 이는 사회적 비효율을 유발한다. 또 다
른 설명으로는 같은 산업이라도 생산자 간 이질성 때문에 가공한 데이터가 상
품 특수성(product specific)을 가져 공동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하다. 다만 이 경우는 각 산업 분야의 생산함수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
라 데이터 시장이 잘 형성하지 않는 것을 시장 실패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시장(data market)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는 시장이 부재한 경우에 비해 사회적 비효율을 개
선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용기술(GPT)의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실
패(market failure)는 피할 수 없다. 시장 실패에 따른 왜곡이 완화되는 조건
은 데이터가 생산 특수성(production specific)의 성격이 강할 때다. 다시 말
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공공적 비경합성의 영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사회
적 최적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생산자가 데이터를 개별 생산요소
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대로 각 생산자가 가공한 데이터의 호환성이 높다면, 그
대체성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경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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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재와 R&D 생산자가 각자가 가공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
시 데이터까지 소유할 수 있을 경우 사회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자. 우선 이 경우에는 원시 데이터를 생산하는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비효용
이 무시되므로 최종재와 R&D 산업에 필요한 원시 데이터의 배분이 경제적 메
커니즘 형태로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에 따라 데이터 가공 능력이나 기술
이 다르고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
론적으로 모든 원시 데이터까지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
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생산자가 가공한 데이터 소유권만을 생산자에게 인정
하는 경우 (비록 가계가 부담하게 되는 비효용이 완화되지는 못하지만) 데이터
생산자가 속한 산업의 특수성이 존재 여부와 함께 데이터 호환성
(complementarity)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 시장의 사회적 효용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다만 데이터에 대한 가공 동기(incentive)가 높아질 때 효율성이 증가하지
만 가공된 데이터를 독점하므로 새로운 데이터 생산 경쟁이 다소 저해될 수 있다.

4)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위의 나)와 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부터는 정
부가 데이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가
데이터의 생성과 분배 문제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왜
곡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갖는다는 의미다.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데이터가 비경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 방안은, 정부가 ① 가계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매입하고, ② 데이터를 가공하는 생산의 주체에게 원시 데이터의 사용료를 요
구하지 않으며, ③ 생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보한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원시 데이터의 매입자이자 공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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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정부의 데이터-상금 제도(data-prize system)
라 부르자. 이러한 데이터-상금 제도를 통해 정부가 원시 데이터를 쉽게 축적
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에게 가공된 원시 데이터를 비배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공급자 역할이 데이터를 공공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을 높인다.
Scotchmer(2004)의 주장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가 데이터-상금 제도를 통
해 원시 데이터를 사들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데이터-상금 제도는 데이터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독점을 막
고 공공재 성격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생산을 저해하는 동기 유인을 완화한다.
다만 데이터-상금 제도는 정부에게 데이터 가치 측정이라는 숙제와 재정 확
보라는 부담을 준다. 데이터 가치 측정은 실제 생산되는 원시 데이터가 경제 전
체에 최적인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수요
와 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정부가 구매해야 할 데이터 최적
량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상금 제도는 데이터에 대해 인위적으로 부여
한 가치가 경제 주체의 최적 행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 주도의 데이터-상금 제도는 최소한 공공정책적 목적을 달성
하는 영역과 관련된 산업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
가 데이터-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이터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열거해 보자. 첫째,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데이터-상금 제도는 정부
가 일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보다 더 단순하고 명료한 체계를 갖는다. 둘째,
정부가 데이터-상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budget)/비용(cost)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부가 원시 데이터의 공급자 역할을 완수하면 데이
터를 가공하는 단계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오롯이 생산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가계가 제공하는 원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비효용 감소가 발생할 경우 역시 정부가 직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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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체계가 마련된 점은 가계의 비효용이 경제
전체에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원시 데이터의 생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마
지막으로, 정부의 데이터-상금 제도는 가계의 비효용을 내재화(internalization)
하므로 원시 데이터의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다가가는 데 이바지한다. 이
부분은 단적으로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계나 기업에 인정하는 제도에서는 기대
하기 어렵다. 달리 말해서 정부가 원시 데이터를 사들이고 각 사용자에게 무상
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의 최적 수준을 벗어난 과잉생산이나 과잉수요가 나타
나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위의 분석을 종합해보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반영한 성장 모델을 기초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일반 균형하에서) 원시 데이터의 비경합성, 데이
터 생성의 프라이버시, 생산과 기술 데이터의 생산함수,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술 발전, 기술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 기술 개발의 내생적 유인 등을 고려
한 데이터 정책은 ① 원시 데이터는 공공정책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정부의 공공재 공급 차원에서 데이터-상금 제도를 채택하고163), ② 각 생산자
가 자신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공한 생산 및 기술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생
산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③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데이터 소유권이 명확
한 데이터가 데이터 시장(market for data)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
되기를 권장한다.

라.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중에서 마이데이터 정책과 빅데이
터 센터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현황을 살펴봤다. 5장 2절 다에서 내린 결론을

163)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EU의 경우 오픈 데이터의 구축을 강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EU GDPR 범위 내에서 익명화된 데이터의 수집을 높이되,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민
간 기업에 대해 보상하여 오픈 데이터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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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마이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
보자.

1)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마이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센터 사업의 공통점은 개인 데이터의 활용에
있으나 활용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귀속 주체는 서로 다르다. 이 두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은 금융, 의료, 통신 등이다. 특히 금융과
의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민감 정보(sensitive information)로 분류되는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상업적 요구가 높아 두 정책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료 데이터는 [표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합된(associated) 정
보 형태의 개인정보이다. 이러한 형태의 개인정보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하는 과정에서 개인, 기업(또는 정부)의 비용이 투입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
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작성되는 처방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
다. 처방전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다. 이 정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될
까?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 처방전 정보를 입력
하고 저장 후 보관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이 혼재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센터 사업 모두에서 의료 정보를 활용하고 싶
어한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정책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환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똑같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는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는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 센터 사
업에서 계획하는 이종산업 간 데이터의 결합과 더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를 시
장(data market)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까지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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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다. 의료 데이터와 같은 공익적 차원의 쓰임이 높은 원시 데이터는
5장 2절 다에서 제시한 첫 번째 권장사항인 ‘원시 데이터는 정부의 공공재 공
급의 데이터-프라이즈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적용한다면 현
재 마이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정책 사업 모두에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방
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환자는 병원에서 생성되는 개인 의료 데이터를 정부
에 제공하고 정부는 제공받은 의료 데이터에 대해 환자에게 보상을 지불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집한 의료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 대신 정부는 데이
터-상금(data-prize) 제도에 따라 병원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해당 환자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정부가 빅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구조
에서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추가할 수 있는데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뿐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환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권리까지 정부에게 파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의 예를 요약하면 원시 데이터의 주체는 환자 개인이고, 데이터 수집 주체
이자 빅데이터 센터 책임자는 정부이며, 데이터의 활용 주체는 국민 건강이라
는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된다.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환자 개
인이 정한다. 빅데이터 센터 사업의 목표처럼 환자 개인의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검토 및 수정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에
서 추구하는 목표처럼 제한된 병원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열람하는 식의 ‘소
극적’ 서비스는 경제성장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164)
그렇다면 빅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그리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추
구해야 할까? 이 부분은 먼저 공공정책적 목적을 해치지 않는 덜 민감한 개인
데이터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이지만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의

164) 마이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해 데이터 구조 표준화에 관한 제언(양희태 외 2018)이나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측면에서의 산업
계의 요구사항(한국데이터진흥원 2017) 역시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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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개인이 기여한 바가 없고 기업이 노동력과 자본을 투여하여 구축한
개인 데이터에 대해 기업의 소유권이 인정될 경우를 가리킨다. 데이터 구축과
가공에 기여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운
영 중인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5장 2
절 다에서 지칭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다.

2)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구체적인 역할 고민 필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개인 데이터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수집되고 가공될 때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소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은 해당 당국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기술에 대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
운 디지털 기술과 산업 및 시장이 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다른 형
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둘째, 데
이터 3법을 기초로 앞으로도 정부가 계획하는 정책에는 마이데이터나 빅데이
터 사업과 같은 형태의 것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추진될 것이다. 정부 정책 사업
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정보주체
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조항(제7조 8)을 담고 있
으나 관련하여 소비자나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
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참고로 2019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한창인데,
관련 논의에서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진다.165)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독립성 강화 요구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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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의 적정성 평가와도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의 역할에 대한 구체화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함께 놓고 고려해
야 하는 이슈이기도 함을 지적한다.

3) 2016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으므로 후속조치로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
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한 가
이드라인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인 법적 예측성을 높
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되기까지 발생하
는 시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16년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비식별된 정보는 개
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의 비식
별조치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개인정
보를 비식별하고 데이터 결합을 시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비식별된 조치도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 낮은
데이터 활용도,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16년에 제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장의 호응을 얻
지 못한 전례가 있음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롭게 정비할 가이드라인에는 인공지능윤리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윤리를 결합하는 새로운 가
이드라인도 고려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이 개발되고 인공지능제품을 이용하
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된다. 또한 AI가 여러 산업에 적용
165) 이규엽, 강민지(2019)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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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AI에 의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우려되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
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인공지능윤리를 적용한 개인정보의 범위, 기준,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정부가 2018년 4월 발표한 ‘지능정보
사회 윤리 가이드라인’166)에서는 지능정보기술ㆍ서비스개발자와 공급자167)
의 책임강화, 이용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AI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자는 이용자
나 제3자의 정보에 대해 부당한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
다.168)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지침이 모호하게 나타나 있다. 일본
의 경우, 인공지능원칙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활용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 데이터
를 처리해야 하고, AI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취득 방법과 사용 방법, 인공지능구
조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지침(‘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사회원칙안’, 2018년)이 제시되고 있다.169)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정책은 인공지능기술ㆍ산업 및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
되어 있어,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정부의
주요 인공지능정책인 ‘인공지능 R&D 전략(2018)’과 ‘데이터ㆍ인공지능경제
활성화 계획(2019)’에서는 윤리적 인공지능기술 기반, 데이터와 AI의 윤리적
사용 지원 등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연계된 구체
적인 내용은 없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윤리를
연계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앞서 인공지능윤리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은 개인

166)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167) 시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혹은 공공서비스의 목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68)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p. 10, 17.
169)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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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자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인공지능윤리와 관련한 규율은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모두에 해당되는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마.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인공지능과 노동의 대체성/보완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논의는 데이터ㆍ인공
지능 경제에서 중요한 주제다.170) 또한 인공지능의 노동시장 효과는 소득의 불
균형과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는 새로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뜻한다.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고
려해볼 만한 두 가지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1)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
일반 노동과 로봇과 같은 자산 사이에는 대체성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데이
터 관련 인적 자본과 인공지능 사이에는 보완성이 존재한다(3장 모델). 우려는
기계학습이나 심화학습과 같은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 대체성이 보완성보다 커
서 노동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현실에
서 로봇이나 자동화에 따라 일반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이 늘어나지만 알고리즘
개발자처럼 새로운 인적 자본을 포함한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도 동시에 관측
된다. 최소한 인공지능이 모든 종류의 노동을 대체하지는 않고 있다.171) 그럼
에도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의 확산에 따른 소득분균형에 대한 이슈는 정부 정
책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로봇이나 자동화와 같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지나친 소득불균형이
170)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장ㆍ단기에 나타나는 노동 대체는 실업 이슈와 연결된다. 실업 이슈
는 소득분균형 이슈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의는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와 사회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다.
171) 노동과 인공지능이 모두 비균질적(heterogeneity)이라는 점에서 산업별로 발생하는 노동-인공지
능 대체성과 보완성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 것이므로,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는지 보완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실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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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로봇 도입의 확산과
자동화에 따라 노동이 대체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소득불균형이 악화된다면
(인공지능이 경제성장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소득불균형이 사회와
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는 조세 정책, 임금 보조금, 실업 정책, 광역의 기본
연금제(UBI: Universal Basic Income) 등이 있다(Stern and Kravitz
2016). 특히 선진국과 선행연구에서는 광역의 기본연금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가 있음을 참고하길 바란다.172)

2)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
정부의 중기 계획 중 ‘인력’에 대한 전략에서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인적자
본은 교육을 통해 축적된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관련 인적자본도 역시 교
육을 통해 축적될 수 있다.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경로를 크게 둘로 나누면 대학
의 정규교육과 기업의 산업교육이다. 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의 부족은
여러 자료에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되는 바임에 분명하다. 다만 동태적 디지털
경제에서 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노동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173) 또한 노동시장은 우리의 기술 수준과 시장 원리
에 따라 작동하고 (인공) 기술은 동태적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
다. 예측하기 어려운 노동 수요-공급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실무중심으로만 흐
른다거나 산업 맞춤형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만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노
동시장에서 수요 충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범용기술로서 인공지
172) 광역의 기본 연금제는 양질의 노동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경제성장의 지속을 추구하면서 실직한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기본 생계를 보장하여 사회적ㆍ정치적 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
자는 취지의 제도다.
173) 5장 2절 가에서 제시한 디지털 경제에 관한 통계 데이터 구축을 보완하자면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
능과 관련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패널 데이터(panel data) 형식으로 작성하고
모든 기업, 산업,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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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기술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
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대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가
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 방향 역시 대학교육이 범용기술(GPT)의 영역에 속하는 교육에 집중하
고 기업의 산업교육은 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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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2019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분야

과제명
의료 마이데이터

의료

플랫폼 및 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기관
참여

강남세브란스병원

(주)아롬정보기술

(연세대학교

CJ프레시웨이

를 이용한 영양 건강식단 추천

산학협력단)

에쓰푸드(주)

서비스

응급상황을 위한
의료

개인건강지갑

삼성서울병원
(주)브이티더블유

서비스

Data 플랫폼 및

서울대학교병원

서비스 실증

금융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
개발,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

삼성화재

합하여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

페이코(주)

한화손해보험(주)
신한금융투자(주)

◦ 금융ㆍ비금융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상
품 추천 서비스

웰컴저축은행(주)
세종시
(주)다음소프트

(주)에이엠에이닷컴
(주)유디아이

절감 서비스

◦ 세종시 주민 대상 에너지 데
이터 수집 및 에너지 수급 예
측,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통
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 결제데이터와 가맹점 방문객

개인데이터
소상공인 마케팅

있는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메디블록, 웰트,

한화투자증권(주)

사용자 맞춤형

유통

하고, 진료와 처방에 활용할 수

◦ 환자가 동의한 개인 의료정보

에너지

저장소 기반

일상생활 속 건강기록을 보관

산학협력단,

한화생명보험(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 응급환자가 응급 진료기록 및

차의과대학교

엔에이치엔

추천 서비스

에너지

◦ 건강 검진ㆍ처방전 등의 데이터

(주)하나은행

본인정보
통합조회 및

서울아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MyHealth
의료

서비스

주관

정보,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주)한국신용데이터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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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소상공인 대상 경영 개선 및
개인 대상 할인ㆍ이벤트 정보
제공 서비스

부표 1. 계속

분야

과제명

수행기관
주관

한국전자
소상공인 성장을
유통

돕는 문서ㆍ자금 한국기업데이터(주)
플랫폼 서비스

위한

문서 자금 플랫폼을 통해, 간

(주)비즈니스온

편 본인정보 전송, 계산서 발

커뮤니케이션

급 및 정책 자금 매칭 등 경영
지원 서비스
◦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수집된 학

연구자를 위한
매칭 및 분석

◦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세제협회

기웅정보통신(주)

기타

서비스

참여

(주)코난테크놀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술연구자 정보를 활용하여 연
구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스칼
라뱅크’ 구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7), 「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
정」, p. 3.

부표 2.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정책 통합
로그선형회귀(log-linear regression) 분석모형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데이터 규제 정책

-.0438***

-.0702***

-.0638***

-.0841***

(.00183)

(.00175)

(.00121)

(.00117)

NO

YES

NO

YES

RTA 더미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

NO

NO

YES

YES

수출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수입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관측치

586,186

586,186

586,154

586,154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이고 ***은 p<0.01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록 • 207

부표 3.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정책 유형별
로그선형회귀(log-linear regression) 분석모형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데이터 규제 정책_CB

-.0735***

-.0858***

-.0661***

-.0776***

(.00247)

(.00236)

(.00171)

(.00165)

.00161

-.0461***

-.0603***

-.0944***

(.00313)

(.00301)

(.00224)

(.00217)

RTA 더미

NO

YES

NO

YES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

NO

NO

YES

YES

수출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수입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관측치

586,186

586,186

586,154

586,154

데이터 규제 정책_DR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이고 ***은 p<0.01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중 평균 데이터 정책
로그선형회귀(log-linear regression) 분석모형
변수명

모형 (1)

모형 (3)

모형 (2)

모형 (4)

가중 평균 데이터 규제 정책

-.153***

-.190***

-.176***

-.208***

(.00456)

(.00437)

(.00304)

(.00294)

RTA 더미

NO

YES

NO

YES

수출국-수입국-산업 더미

NO

NO

YES

YES

수출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수입국-산업-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관측치

586,186

586,186

586,154

586,154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이고 ***은 p<0.01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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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Trade in
Data Economy
Kyu Yub Lee, Jungu Kang, Ji Hyun Park, and Hyun Park

This report characterizes the digital economy with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udies the impact of data policy on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service trade. Although there are several papers and
report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ata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there is a lack of rigorous analyses through economic models. It
is also difficult to find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ata policy and trade in services. The report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igital economy through the lens of economic growth and
trade. Several useful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provided to enhance the
digital economy in Korea.
The report divides data into two categories: private data and public
data. Many countries pay attention to utilizing private data as a new
resource to boost economic growth. It is often said that data is like oil,
but this kind of metaphor misleads reader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data and the digital economy. Data is a production input factor but also
shows many other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non-rivalry,
non-excludability, privacy, externalities, etc. In addition, data can be
combined with recent digital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sensor, robotics, etc. The report
summarizes several useful statistics relating to the market for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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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upply and demand, and workers for the data industry by using
datase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vate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s.
The authors build an economic growth model with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setting to study the impact
of data policy. In the constructed model, the economy consists of
representative household, final goods producer, intermediate goods
producer, and R&D producer. The model also reflects how data is created
and destroyed, how producers use data in their sectors, how data i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R&D sector, and how
workers play roles with other input factors. The report finds that an
economy with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n grow perpetually even
though there is a risk of privacy violation. It also finds that data indeed is
a production factor that can be used to create new technology enhancing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Still, privacy is a very important
aspect in the sense that privacy determines the rate of consumption
growth and allocation of resources available in the economy.
Data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trade in services. The authors collect
data from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and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to study the impact of data policy on trade in
services. They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rictive data policy
and service trade at industry-level by controlling exporter-industry-year,
importer-industry-year, and exporter-importer-industry fixed effects.
The report find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strictive data policy
and trade in services, which makes sense intuitively because the
restrictive data policy of a hosting country increases the production and
trade costs of its trading partners. The main result remains robust under
alternative measures for data policy.
Finally, the report reviews the Korean government’s plans for boosting
the digital economy and amending data-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provid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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