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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
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
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
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
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
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
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
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
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
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
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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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
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
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
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
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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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
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
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
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
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
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
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
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
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
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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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
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
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
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
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
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
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
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
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
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
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
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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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
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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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1. 연구목적
혁신성장이란 과거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구조와 체
질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혁신성
장의 배경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다. 이 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으로 사람간, 사물간, 또는 사람과 사물을 이어주는 연결이 긴밀해진 데서 발생
한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진전은 단
순한 거동뿐 아니라 일상의 수많은 의사결정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하나하나는 디지털화되어 손쉽게 축적
되고 이른바 빅데이터의 재료가 되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
석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데이
터ㆍ인공지능 경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을 형성하고,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이에 최근 세계경제는 산업화 모형에서 빠르게 DN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지식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이
에 발맞추어 제도를 개선하며 규제를 혁신해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분야 기술력은 미국 대비 83.4% 수준, 인공지능 기술력은 81.6% 수준으로 평가
되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선도국가와 적게는 0.8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 새로운 변혁에 대응하며 주요국에서는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격차를 극복
할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하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
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지만 제도(Institutions) 부문의 순위는 26위이며,2) 특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p. 15.
2) WEF(2019),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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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 창출 흐름도

자료: Meniere(2018), p. 3.

히 정부규제로 인한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은 100점 기준
에 37.6점으로 87위에 그쳤다.3) 이는 정부규제로 인해 혁신성장이 저해되지 않
도록 주요국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가 대량으로 수집, 집적, 활용되고 이들의 처리를 인공
지능이 담당하면서 기존 제도의 틀로는 담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들이 출현하고
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를 실질적으
로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문제, 데이
터 독과점 문제,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 있어 조화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지
식재산권 보호 제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효율
적인 보호 시스템은 무엇인지, 학습 및 과업 수행에서 갈수록 인공지능의 자율
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창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적절한 해답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디바이스가 사물
인터넷 기술로 연결되어 이들을 아우르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플랫폼
상의 여러 기술 간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3) WEF(2019),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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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 분야와 관련해서 새로
출현하고 있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이들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의 대응방향을 살펴보았다. 쟁점별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며 최근 법제 개편이 두드러지는 국가들의 제도 개선 양상을 추적하고 거기
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으로부터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분석력을 통해 활용하고 그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에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관련 제도 변화와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본 연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가치를 창출해내는 체계의
흐름에 기반하여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 수립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를 다루었다. 데이터 시대의 도
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
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은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데이터 관련 규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하여 현행 제도와 나아
갈 방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
에 대해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이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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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쟁점인 ① 특허권을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보호 가능성 ② 인공
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상기한 쟁점들에 대해 소위
IP5(Intellectual Property 5)4) 중 미국, EU,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
으며 주요국의 대응방향이 우리나라 현행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
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
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
준과 규제 간 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논의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
합성 평가방안 마련 논의 동향을 포함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
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
누어 서술하였다.
그림 1-2. 본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제1장 서론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제도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조화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 인공지능 관련 발명
특허적격성 심사 개선
-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보호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 4차 산업혁명과 표준
- 국가표준화 거버넌스·주요국
표준정책
- APEC 표준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4) IP5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5개 지역의 특허청 간 협의체를 일컬으며, 이들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
건수는 전 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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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인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
심 제도를 선별하고 이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장~제4장에서는 각각 데이터 관련 법제도, 인공
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신산업 표준화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장에서는
주제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동향과 우리나라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물
다고 여겨지는바, 본 연구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2장 혁신성장과 데이터 법제도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고
있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테마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서는 주요국
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혁신성장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하여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야는 워낙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여서 최신의 데이터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 테마와 관련하여 최근
의 논의를 담았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데이터법의 개정안을 정리하고
영향을 평가하였고, 특히 각국의 법률 간 조화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WTO 전
자상거래 협상 논의 동향 및 2019년에 타결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을
정리하고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와 국내 데이터 관련 법의 내용 비교 및 개정
안과 EU GDPR 적격성 심사 등 최근의 논의를 포함하였다.
제3장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과 인공지능 관련 발
명의 특허적격성 문제를 다루면서 최근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실무
개정 논의와 우리나라의 논의를 비교하였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정한 특허 인정 범위를 고찰한다는 목적은 이전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나,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 쟁점별 주요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을
비교하고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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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창작활동과 차이를 보이는 인공지능의 창작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
지능 창작물의 보호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관련 논의를 사전
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기여가 있다고 본다.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국의 표준정책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정책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APEC 표준논의 동향에
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맞춤형으로 생산
과 유통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생산-대
량유통 시대에 개발된 적합성 평가체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
한 최근 논의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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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1. 혁신성장과 데이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미래 동력에서 데이터는 네
트워크와 인공지능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과거에 데이터는 정형화된
정보만이 수집 저장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SNS 게시물 및 각종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처럼 비정형화된 정보도 수집 저장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분석의 기
초로서의 데이터자산(data asset)화가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이 발전되면 정형ㆍ비정형의 데이터 생산과 축적량은 더욱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5)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분석기
술 개발뿐 아니라 머신러닝,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대량의 질 높은 데이터자
산을 수집, 관리, 활용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6)
그러나 항상 켜져 있는 사물들이 연결되어 모든 생활을 데이터로 표현하여
저장하고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이 예측되며 분석된 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는 몇 가지 과제를 수반한다. 첫째
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다. 데이터 기반 산업에서는 필연적으로 정
보 수집 및 활용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만약 개인
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
으며, 반대로 데이터 활용에만 치우쳐 개인정보가 불충분하게 보호될 경우 개
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져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부정
적인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7) 즉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적
5)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생성, 캡처, 복사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스피
어(Datasphere)라고 하는데 IDC 예측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스피어가 2018년 33제타바이트(ZB)
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년 175제타바이트
의 데이터스피어 중 IoT 장비를 통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90제타바이트를 넘을 것으로 내다본다(참
고로, 1 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를 의미함. 1ZB = 1,000EB = 1,000,000PB = 1,000,000,000T
B). Reinsel, Gantz, and Rydning(2018), pp. 5-6.
6) 일례로 맥킨지인터뷰에서 인포매티카 CEO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기업 전반에 걸
쳐 데이터를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anaging Data as an Asset:
An Interview with the CEO of Informatica”(2019.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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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균형점(equilibrium)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유용하고 질 높은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수집 가능
한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품질의 유용한 데이터세트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유용한 데이터세트가 풍부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근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데이터 경쟁정책
의 문제이다.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은 기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바
탕으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부당하게 수집ㆍ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데이터 지배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는 데이터 이전 문제이다. 데이터가 하나의 생산요소로 국경을 넘는
이전이 용이하나 각국의 데이터 관련 국내 보호 수준이 다른 현실에서 데이터
에 대한 안전한 보호가 보장되려면 어떤 경우에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이 가능
하도록 할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본 장은 이러한 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을 고려하여 주요국의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국은 미국, 유럽(EU),
일본으로 모두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데이터 관련 규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혁신성장과 데이터
제도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
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분야 기술수준(2018년 기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65%에 그친다.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데이터 법제와 비교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법ㆍ제도 개선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7) UNCTAD(2016), p. xii.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공개자료(2019. 2. 2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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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과 관련하여 동의 방식,
목적 외 처리, 데이터 최소수집의 원칙,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따른 활용 등의
규범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간단히
개관한 후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범에
대해 각국의 법제를 비교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가.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관
1) 미국
미국에는 포괄적인 연방법 차원의 일반데이터 보호 관련 법이 없으며, 여러 주
법 및 다양한 분야별 규율방식을 통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
다.9) 주요 연방법으로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 Gramm Leach Bliley
Act)｣,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및 ｢연방소비자보호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이하 FTC법)｣ 등이 있다.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
련 중요한 법으로 부상하고 있는10) FTC법은 제5조에서 ‘거래에 있어 또는 거래
에 영향을 미치는(in or affecting commerce)’ 불법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DAP: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해 연방거
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 및 프
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규율을 집행할 수 있도록 널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1)
그러나 FTC는 규제 법령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프라이버시 고지 내용
9) 미국의 분야별 주요 개인정보 관련 규제법과 관련해서는 이규엽 외(2018), p. 60.
10) Mulligan, Freeman, and Linebaugh(2019), p.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1).
11) Chabinsky and Pittman(2019. 7. 3), “USA: Data Protection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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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게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집행력을 강
제하기에는 벌금수준도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12) EU GDPR이 시행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
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이 상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13)
또한 미국은 연방 차원 외에도 주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율을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의회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주민의 프라이버시권
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통과시켰으며 2020
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14) CCPA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반인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연간 매출이 총 2,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5만 명
이상의 소비자, 가계 또는 기기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 판매, 공
유하거나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에 따른 매출이 기업의 연간 총매출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는 경우 적용된다.15) CCPA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특정 소
비자 또는 가계에 관계되거나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16)로 광범위하
게 보고 있으며, 개인재산, 구매ㆍ취득ㆍ고려했던 상품 및 서비스, 소비내역이
나 성향을 포함한 상업정보17) 및 검색 기록과 인터넷 웹사이트ㆍ앱 또는 광고
에서 소비자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및 이 정보에서 도출된 참고 사항 등 전자
네트워크 활동18) 등도 포함한다. 다만 개인정보에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12) Senator Wyden(2019), “The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of 2018 Discussion Draft,”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4).
13) 미국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규엽, 강민지(2019), pp. 14~17 참고.
14) “Basics of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2019. 10.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3).
15) CAL CIV. CODE § 1798.140(c)(1).
16) “information that identifies, relates to, describes, or is capable of being associated with,
or could reasonably be link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a particular consumer or house
hold” CAL CIV. CODE § 1798.140(o)(1).
17) Cal. Civ. Code § 1798.140(o)(1)(C).
18) Cal. Civ. Code § 1798.140(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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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19)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란 연방정부, 주정부 또
는 지방정부 기록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의미하며, 소비자의 인
지 없이 소비자에 대해 기업이 수집한 생체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
보보호 범위에 비식별화되거나 총계처리된 소비자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20)
CCPA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정보출처, 사용 대상, 판매대
상 등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21) 전자방식으로 전달받아 접근
할 권리22) 및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23) 판매금지 지시권,24) 차별받지 않을
권리25) 등을 보장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CCPA가 통과된 후, 네바다주에서 CCPA와 유사한 법안
인 SB220이 2019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
저지 및 펜실베니아주 등 다른 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으로,26) IT 기업이 일관성 없는 주별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가장 먼저 입법화된 CCPA의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2) EU
EU GDPR은 EU법의 규칙(Regulation)으로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규
범으로서 2018년 5월 25일 발효되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의무
및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EU GDPR은 역외적용 규정으로 인해 EU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이 GDPR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19) Cal. Civ. Code § 1798.140(o)(2).
20) Cal. Civ. Code § 1798.140(o)(3).
21) Cal. Civ. Code § 1798.100; Cal. Civ. Code § 1798.115.
22) Cal. Civ. Code § 1798.110.
23) Cal. Civ. Code § 1798.105.
24) Cal. Civ. Code § 1798.120.
25) Cal. Civ. Code § 1798.125.
26) “New State Bills Inspired by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May Re-appear Next
Year”(2019. 11.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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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여러 국가가 GDPR에 기초하여 자국의 데이터 보호 규범을 마련하고
있어 전 세계의 데이터 법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EU GDPR에서 개인
정보란 식별된(identified) 또는 식별가능한(identifiable) 자연인(‘정보 주
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27) 특정 자연인이 식별가능한지 결정은
컨트롤러 또는 제3자에 의하여 1 대 1 매칭(single out)과 같이 합리적으로 사
용되었을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합리적인 수단인지는 들이는 시간이
나 비용 및 처리 당시 기술 및 기술 발전 속도도 고려하여야 한다.28) 식별가능
하지 않은 정보, 즉 익명정보의 경우 GDPR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경우 GDPR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제공정보(제13
조), 정보주체로부터 획득되지 않을 경우 제공되어야 할 정보(제14조)를 규정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접근권(제15조), 정정권(제16조), 삭제권(제17조),
처리제한권(제18조), 개인정보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 제한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제19조) 정보이전권(제20조), 반대권(제21조),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제22조)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
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이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9월 개정,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산
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보화의 진전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데 방점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일본 ｢개인정보보호법｣도 기본 목적에서
‘개인정보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 있는 경제
사회와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 부분을 개정법에 추가하였다. 일
본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소관을 소비자청에서 개인정보

27) GDPR 제4조 제1호 개인정보(personal data).
28) GDPR 상설 제2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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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로 이전하였다.29)
일본은 개인정보를 5가지의 유형으로 구별하여 각각에 대한 보호 수준을 설
정하고 있다.30)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보유개인데이터,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
보(민감정보), 익명가공정보로 나뉘는데, 이 중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유개인데이터는 기업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 배
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는 인종, 사회적 신분, 범죄 경력, 병력 등 개인정보 중에
서도 특히 민감한 정보,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중 이를 복원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데이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비개인정보(통계정보 포함) < 익명가공정보 < 개인정보 < 개인데이
터 < 보유개인데이터 <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 순으로 보호조치 도입을 요구
하는 등 사업가의 부담이 커지도록 되어 있다.31)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년마다 제도를 검토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계획되어 있는 개정을 위
해 2019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태조사 및 논점정리를 시행해 왔다.
조사 결과, 기존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도 낮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반영한 개정
안을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13일 일본 개보위는
개정에 대한 대강령(大綱)을 발표했는데, 개정법에 개인의 본인 개인정보 이용정
지권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위원회에 보고 의무화 등 보호조치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쿠키정보 등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데이터(현
행법상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음)의 경우에도 제3자 제공 시 입수 기업 측에서
추가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구멍을 없애는 조치를 도입했다.32)
29) 김은수, 정종구(2016), p. 113.
30) 「データの法律と契約」, p. 153.
31) 「データの法律と契約」,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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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33)
우리나라의 데이터 법제는 일반법으로 규제하는 EU의 법제와 분야별 개별
법으로 접근하는 미국식의 법제가 혼재되어 있다. 공공 및 민간, 전 분야에 적
용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며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법
이 산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분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금융 분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치/공간 분야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표 2-1. 한국의 주요 개인정보 관련 법 및 소관부처
구분

관련 법

전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 정보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위치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

｢공간정보관리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해양영토 관련)

위치/공간 정보

소관부처

교육 정보

｢교육기본법｣

교육부

의료 정보

｢의료법｣

보건복지부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비자 정보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정보

자료: 이규엽 외(2018), p. 65 참고하여 저자 수정함.

그중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34)으로 하며,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32) 個人情報保護委員会(2019. 12. 13), 「個人情報保護法いわゆる３年ごと見直し制度改正大綱」.
33) 이규엽 외(2018), pp. 64~66 참고.
34)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
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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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활용 측면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
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35)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가 모호하다.36) 만약 개인정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②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③ 처
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④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⑤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표 2-2.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비교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범주 및
목적에 대해 수집
전이나 수집 시 통보를
받을 권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수집이용(제15조)

수집 시 통보받을

취득 시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리(제13조)

통지(제18조)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
여부, 동의 범위를

(1798.100.b)

선택할 권리(제4조)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
접근권
(1798.110)
판매 사업자에게
수집정보, 판매정보,
판매상대방 등

정보주체의
접근권(제15조)
정보이전권(제20조)

보유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청구권(제28조)

열람요구권(제35조)

공개요구권
(1798.115)

3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36)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시 전지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구할 수 있는 범
위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식별가능한 것인지 모호한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축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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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정정권(제16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1798.105)

삭제권(잊힐
권리)(제17조)

수정ㆍ추가ㆍ삭제권

정정요구권(제36조)

정정 또는 삭제 또는

(제29조)

삭제요구권(제36조)

처리제한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제19조)

기업에 개인정보를

처리제한권(제18조)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1798.120)

반대권(제21조)

이용정지
청구권(제30조)

처리정지요구권(제37조)

서비스 및 가격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

-

(1798.125)
-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제22조)

자료: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주체의 권리 내용을 저자 정리.

나. 동의 방식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 토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으로,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표출되는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
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37) 동의의 방
식에는 옵트인 방식과 옵트아웃 방식이 있다. 옵트아웃 방식은 데이터 수집, 사
용, 저장, 처리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데이터 활
용 등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데이터 활용을 원하지 않는 부분
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배제되는 방식을 말한다. 옵트아웃
방식을 기본으로 할 경우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후 허락을 받았다고 암묵
적으로 가정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고
37) 권영준(2015),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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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축적이 가능한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다른 국가보
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법적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옵트인 방식은
사전적으로 개별 동의한 부분에 한해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판매, 공개, 이전,
처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데이터의 활용에 제약이 더 크게 되지만 정보 주
체의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더 강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옵트아웃 방식
의 국가들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민감정보 등에 대해 부분적인
옵트인 방식의 채용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고, 옵트인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국
가들은 옵트인의 예외를 열어주어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
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일반법적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CCPA의 경우 소비자는 개인정보의 판매에 대해 배제(opt-out)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38)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 정보가 판매될 수 있
고 소비자는 이를 배제할 권리를 가짐을 통지해야 한다.39) 그러나 16세 미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소비자,
또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guardian)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판매가 가능하다(옵트인 방식).40) 소비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미성년자(16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후속적으로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명시적 승
인을 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파는 것은 금지된다.41)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공개ㆍ삭제 요구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
며,42) 소비자의 판매금지 지시권과 관련하여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 개
38)
39)
40)
41)
42)

Cal. Civ. Code § 1798.120(a).
Cal. Civ. Code § 1798.120(b).
Cal. Civ. Code § 1798.120(c).
Cal. Civ. Code § 1798.120(d).
Cal. Civ. Code § 179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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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를 판매하지 말라(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는 제목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링크를 게시하고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판매를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3)

2) EU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옵트인 방식에 따라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처리가 허용되나, 그밖에도 제6조 제1항44)하의 요건에 따라
②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 ③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한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다른 개인의 중대한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⑤ 공익 목적 직무 실행 또는 공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우 ⑥ 컨트롤러나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 실현을 위한 경우 등 예외
적 허용 사유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1항
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용목적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
히 그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할 것을 규정하는바 정보주체의 사
전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옵트아웃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
3자 제공에 있어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전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넓은 예외45)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배려를 요하는 개
43) Cal. Civ. Code § 1798.135(a).
44) GDPR 제6조.
45)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① 법령에 근거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
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④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法令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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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를 제외하고, 본인 요청 시 제3자 제공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한국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 시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EU GDPR과 유사하나 EU GDPR의 경우 묵시적인 동의도 인정하고 묵시적
동의에 대해서는 컨트롤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GDPR 제7조
제1항)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에 동의를 받을 때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명시적인 동의만 인정된다. 또한 처리
시 사전동의에 예외가 인정되어 있는데 EU GDPR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가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급박한 경우’ 등 불가피성, 명백성, 긴급성
을 요하는 등 인정되기 어렵다.

표 2-3. 처리 시 사전동의 예외사유에 대한 EU GDPR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EU GDPR 제6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b)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는 계약 체결 전에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c) 컨트롤러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 2. 법률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
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피한 경우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때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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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EU GDPR 제6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d)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 공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직무의 실행을 위하여 3.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에

한 경우

처리가 필요한 경우
(f) 컨트롤러나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의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
목적을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단, 특히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정보주체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

를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과 자

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

유가 해당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다.
제1항 (f)는 공공당국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
하여 실행하는 처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료: GDPR 제6조 해석은 박노형 외(2017), p. 85 참고, 굵은 글씨는 저자 추가. EU GDPR 제6조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 제15조 제1항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러나 엄격한 옵트인 제도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존하여 가
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동의를 받는 데 대한 어려움, 목적 및 저장
기간에 따른 제한으로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는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옵트
아웃 방식을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
재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이 발전되어 다양한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축적될 때는 더 이상 정보주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중심
이 아니라 다양한 센서 및 디바이스에서 축적되는 정보가 활용될 것이므로, 명
시적 동의에 기초한 정보보호는 규범상의 보호일 뿐 사실상 실질적 보호가 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 11월 15일 발의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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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 제15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
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
공에 있어서도 개정안 제17조 제4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
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
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 발생 여부 및 안전성 확보조치 여
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공유포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정보가 활용, 제공되
어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으로라
도 정보 활용, 제공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
집ㆍ활용ㆍ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② 정보
주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대통령령에 포함되면 엄격한 사
전동의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한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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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민감정보와 옵트인 방식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 있는 국가들은 가장 사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이른바 민감정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GDPR 제9조 1항
은 인종ㆍ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ㆍ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정보, 건강, 성생활 또는 성
적 취향 등의 민감정보를 ‘특별한 유형(special categories)의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46)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는 정보주
체의 명시적 동의,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 타인의 정당한 이익, 공공이익상의 적시된 경우 등의
예외47)가 아닌 경우 처리가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
2항에 따라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인종,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 피해정보 및 범죄행위 등의
민감정보)’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옵트인 방식으로,
법령의 의한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의 몇 가지 예외48)의 경우에만 배려를 요하는 정보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사전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
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3조 제1호) 및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6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Tal Z. ZArsky 교수가 지적하듯 빅데이터 시대에는 일반 정보인 쇼핑목록이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로 귀결되는 등 일반 유형의 정보의 분석이 결국 민감정보화되어 이러한 구분이 불분명
할 가능성이 있다.49) 모든 정보들이 연결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어디서부터
민감정보로 보고 처리를 할 수 없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대한 규범적 보호의 의미
를 재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6) GDPR 제9조 제1항.
47) GDPR 제9조 제2항.
48)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① 법령에 근거한 경우 ② 사
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④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法令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당해 사무의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⑤ 당해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가 본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 및 그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경우 ⑥ 그밖에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9) Zarsky(2017), pp. 1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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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적 외 처리
1980년대 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8
원칙50)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그 정보가 사용될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
그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는 ‘목적 명확화의 원칙’ 및 명시된 목적과 다른 목
적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는 ‘이용 제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
한 목적 외 처리 원칙이 적용될 경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새로운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목적 제한에 걸려 데이터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
다. 이에 목적 외 처리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일반법적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CCPA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수집 시 또는 수집 전 수
집할 개인정보 범주와 목적을 알려야 하며, 본 항과 일치하는 통지를 소비자에
게 제공하지 않고서는 기업은 다른 범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51)

2) EU
GDPR 제5조 제1항(b)은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정당한 목적
으로 수집되고, 해당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DPR 제6조 제4항은 ① 목적 외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 ② EU 또는 회원국의 법에 근거하는 경우 ③ 양립가
능한 경우에 목적 외 처리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양립가능성의 판단기준을 제시

50)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정보 정확성의 원칙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④ 이용
제한의 원칙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 ⑥ 처리 공개의 원칙 ⑦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⑧ 책임의 원칙.
51) Cal. Civ. Code § 1798.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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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양립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a) 최초수집 목적과 추가적 처리를 위
한 목적 사이의 연관성 (b) 정보주체와 컨트롤러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전후 상황 (c) GDPR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및 범죄기록 처리 여부 등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특성 (d) 의도된 추가
적 처리가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결과 (e) 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s)로
서 암호처리 또는 가명처리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1항 (b)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GDPR 제89조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 purposes or statistical
purposes)’은 원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
1995 EU 지침과 비교 시 ‘역사, 통계, 과학 목적’에서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과학ㆍ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으로 되어 별개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도
추가 처리가 가능한 목적 범위가 확장되었다.52)

3) 일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
보를 취급함에 있어 이용목적을 가능한 특정할 것’을 규정하며 제16조 제1항
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하여 목적 외 처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
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제15조 제2항의 ‘이용목적 변경 시, 변경 전 이용
목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
여서는 안 됨’에서 ‘상당한’이 삭제되면서 기존 이용목적과의 연관성이 있을 경
우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52) 박노형 외(2017), p.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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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목적 외 처리도 어렵다. ｢개
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은 개인정
보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
만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일정한 경우 목적 외 처리를 열어주고 있는데, 민간 개
인정보처리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예외(제1호-제4호)를 비교해보면 변경 전의
이용목적과 양립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목적 외 처리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목적 외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살필 수 있
다. 변경 전의 이용목적과 양립가능성 또는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목적 외 처리
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변경될 경우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제18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처
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등’의 범위가 구체
화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어떤 것을 의미
하는지도 모호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규범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상술하였듯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엄격한 목적 외 처리에 관
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항에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
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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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예외 사유: 주요국과의 비교
EU GDPR 제6조 제4항 및
제5조 제1항(b)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

EU 또는 회원국 법에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근거하고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양립가능한 경우
- 판단 시 고려요소
(a) 초기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사이 관련성
(b) 정보주체와 컨트롤러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맥락

변경 전의 이용 목적과 관련성을

(c) 개인정보의 성격

가졌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d)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에

경우

대하여 야기할 수 있는
결과
(e) 암호화 또는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안전장치의 존재
양립가능한 경우
-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GDPR 제89조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

적, 또는 통계적 목적인 경우

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

-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
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GDPR 규정의
해석은 박노형 외(2017), pp. 77~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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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면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있어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인지 여부의 판단
과 관련해서는 GDPR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립가능한 경우로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경우 중 ‘(a) 초기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사이 관련성’에 대한 판
단 기준 및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이용목적 변경 시, 변경
전 이용목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데이터 최소수집의 원칙
데이터 최소수집(Data Minimization) 원칙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후 폐기하는 것으로,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이 지켜질 경우 데
이터 누출 위험이 낮춰질 수 있다. 한편 ① 저장수단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가
저장되는 데 예전만큼의 큰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게 되었고 ② 정보의 연결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신정보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고, 언제 기술이 발전
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③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 분석의 재료가 되는 대량의 정보가 필요함
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능한 한 길게(as much data as they can
for as long as possible)’ 수집하여 보유하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다.53) 이에 일정 부분 데이터 최소수집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53) Zarsky(2017), pp. 1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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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에는 일반법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없지만, CCPA의 경우 기업이 특
정 목적에 필요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54)

2) EU
GDPR 제5조 1항 (c)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당하고 적절하며, 개인정보가 처
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limited to what is necessary)’되
어야 한다’며 데이터 최소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개
인정보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원칙55)을 규정한 GDPR 제25조에서도 컨트롤러가 처리수단의 결정
시점과 처리 당시 시점에서 데이터 최소수집 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효과적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DPR 제5조 (e)는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조치의 이행을 한 경우
제89조 제1항에 따른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 및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한 해당 개인정보는 더 오랜 기간 저
장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목적의 달성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54) Cal. Civ. Code §1798.100(b).
55) 개인정보 최적화 설계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발생 가능한 위험과 그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실시해야 함. 이
러한 조치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화, 처리에 필요한 보호조치(safeguards), 가명처리 등이 포함
됨. 개인정보보호 기본설정: 개인정보 처리가 되는 제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정은 개인정
보 처리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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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去するよう’)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표방하나
노력할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며 제19조 위반 시에도 제42조(권고 및 명령)에
있어 의무위반사항에 있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를 제재하는 목록 사항이 빠져
있다.

4) 한국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
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
이 안 되도록 하고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
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
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5. ‘데이터 최소수집의 원칙’: 주요국과의 비교
EU GDPR 제5조(e)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의
이행을 한 경우 제89조 제1항에
따른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과학
적 및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
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가 처리되
는 한 해당 개인정보는 더 오랜 기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지우
도록 노력해야 한다(위반 시 제
재규정 없음).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
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위반 시 과태료).

간 저장될 수 있음.
자료: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GDPR 규정의
해석은 박노형 외(2017), p. 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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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열
어주면서도 개인정보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 데이터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식별처리를 위해 식별자(identifier)를 제거할 경우 도
출된 결과의 질이 낮아져 결국 빅데이터 분석의 효용과 이익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되는바56)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비식별화 조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다만 기술
의 발전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 대 1 매칭이 가능한
(single-out) 경우 여러 정보의 조합으로 재식별화가 될 위험성이 있어 재식별
화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적절한 안전 기술적 조치를 하
지 못하였거나 재식별될 경우 제재를 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논의 중으로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
유로우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2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57)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는 3가지 중요한 보호를 이행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특정 소비자 또는 장치에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58) ① 기업은 데
이터가 특정 소비자,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들과 연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
치를 취하여 데이터가 비식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식별화 방법은 삭제, 수
정, 잡음 넣기, 통계 샘플링, 총계 사용 등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가능하며 위원
회는 기업 및 연구자가 비식별화를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

56) Zarsky(2017), p. 1011.
57) FTC(2012).
58) FTC(2012),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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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59) ② 기업은 비식별화된 방법으로 데이터가 유지 및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를 재식별화하지 않을 것임을 정보주체에게 공개
적으로 알려야 한다.60) 만약 재식별할 경우 이는 ｢FTC법｣ 제5조하의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61) ③ 만약 기업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다른 기업에 이용가능하
도록 할 경우 데이터의 재식별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계약상 명시하도
록 권고하였다.62)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은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합리
적인 감독을 하여야 한다.63) 최근 급진적인 기술의 변화에 따라 FTC는 2012
년 비식별화 지침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64)
CCPA는 업계가 비식별화(deidentified) 또는 총계처리된(aggregated) 소
비자 정보를 수집, 사용, 유지, 판매 또는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
다.65) 그러나 CCPA는 비식별화된 또는 총계처리된 정보에 대해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66) CCPA 정의에 따르면 ‘비식별화’된 정보라 함은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특정 소비자를 특정하거나, 관련성이 있거나, 묘사하거나 혹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는데 비식별 정보를 사용하는 기업은
소비자에 의한 재식별(reidentification)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및 절차를 도
입하고, 비식별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정을 이행
하며, 정보를 재식별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아니된다.67) ‘총계처리한 소비자 정
보’란 소비자의 그룹 또는 계층과 관련된 정보로 개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제
거되고, 장치를 통한 연결을 포함하여 소비자 또는 가계와 연결되거나 합리적

59)
60)
61)
62)
63)
64)

Ibid., p. 21.
Ibid.
Ibid.
Ibid.
FTC(2012).
FTC, “FTC Hearing #12: The FTC’s Approach to Consumer Privacy”(2019. 4. 10), https://www.
ftc.gov/news-events/events-calendar/ftc-hearing-competition-consumer-protection-

21st-century-february-2019(검색일: 2019. 9. 9).
65) Cal. Civ. Code §1798.145.
66) Cal. Civ. Code §1798.140(a), (h), ®.
67) Cal. Civ. Code §1798.1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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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아야 한다.68) 총계처리된 소비자 정보는 비식별화된 개
별적인 소비자 기록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69)
CCPA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게 된 개인정보를 연구(research)할 경우 그
러한 정보가 특정 소비자와 직간접적으로 합리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
리로 비식별화 또는 총계처리로 비식별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0) 가명처리
된 또는 가명처리(Pseudonymize/ Pseudonymization)라 함은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작업을 의미하며 이때 추가 정보는 별도로 보관되고 개인정보가 기식별되었
거나 식별가능한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도록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절차를 거쳐
야 한다.71) 암호화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주체는 각 개인 각 사건별로 100달
러에서 750달러 사이의 법정 손해배상이나 실제 손실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72) 기업이 비준수가 통지된 지 30일 이내에 위반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각 위반에 대해 2,500달러, 고의적 위반 시 건당 7,500달러 이하의 민
사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73)

2) EU
GDPR 제4조 제5호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를 추가적인 정보의
이용 없이는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고 해당 개인정
보가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4) GDPR 상설 제26항에
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rendered anonymous)된 정보는
68)
69)
70)
71)
72)
73)
74)

Cal. Civ. Code §1798.140(a).
Ibid.
Cal. Civ. Code §1798.140(s)(2).
Cal. Civ. Code §1798.140(r).
Cal. Civ. Code §1798.150(a)(1)(A).
Cal. Civ. Code §1798.155(b).
GDPR 제4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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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제29조 작업반(EU 개인정보보호작
업반)이 채택한 익명처리 기법에 대한 의견서(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75)는 주요 익명처리
기법과 각 기법의 장단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GDPR 제32조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암호화를 포함하여 적절한 보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
반한 경우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사업체인 경우 1,000만 유로 이하와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2% 이하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76) 또한 GDPR에서 새롭게 도입한 의무인 제25조상의 개인정보보
호 중심 디자인(data protection by design)77) 또는 개인정보보호 기본설정
(data protection by default)78)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
등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명처리한 경우 별개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도 추가 처리가 가능하
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GDPR은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하고 있
으므로 처리 시 최초 수집 목적과 양립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79) ① 양립
가능성 판단에 있어 암호화 및 가명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안전장치 존재하는지
가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80) ② 공익을 위한 문서보존 목적, 과학적 역사
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는 최초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

75)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2014. 4. 10).
76) GDPR 제83조 제4항(a).
77)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제품에 있어 제품의 설
계 및 디자인 단계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최소화 처리 원칙, 투명성 원칙 및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통제권 등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한다. GDPR 상설 78항.
78) 개인정보보호 기본설정이란 컨트롤러가 특정 목적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
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설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GDPR 제25조 제2항.
79) GDPR 제5조 제1항.
80) GDPR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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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지 않아 목적 외 처리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데81) 공익을 위한 문서보
존 목적, 과학적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 시 적절한 안
전장치의 적용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에 가명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2)

3) 일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
록 가공 처리한 데이터인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신설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수집ㆍ제공ㆍ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9항83)은 익명가공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
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명가공정보취급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지는 제16조(이용목적의 제한), 제17조
(적정한 취득), 제18조(취득시 이용목적의 통지), 제20조(안전관리조치), 제21
조(종업원에 대한 감독), 제22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제23조(제3자 제공 제
한), 제24조(외국에 있는 제3자 제공 제한), 제25조(제3자 제공에 관한 기록 작
성), 제26조(제3자 제공받는 시점에서의 확인) 제27조(보유개인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공표), 제28조(공개),84) 제29조(수정ㆍ추가ㆍ삭제권), 제30조 (이용정
81) GDPR 제5조 제1항.
82) GDPR 제89조 제1항.
8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⑨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記述) 등의 일부를 삭제하
는 것(당해 일부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記述)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
는 것(당해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記述)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
84) 일본어 원문은 ‘개시(開示)’이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해 보유개인데이터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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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청구권), 제33조(이유의 설명)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신 제36조
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2항) 개인정보와 관계된 본인을 식별하
기 위해 다른 정보와 조합해서는 안 되는 등(5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3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 시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공방법에 대해 공
표하고 익명가공정보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38조에 따라 식별행위가 금
지되며, 제39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또는 제38조
규정 위반에 대해서 위반행위 중지 및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
고할 수 있다.85)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민간 업체 및 인증개인정보
보호단체의 자발적 규칙 수립을 돕기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등의 문건을 발표했다.86)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
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현재 약 380개의 사업자가 익명가공
정보 생성ㆍ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공표 기준), 특히 조제 약국, 건강보험, 헬
스케어 분야에서 익명가공정보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87)
일본은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익명가공정보(현재 규정)
와 개인정보의 중간 수준으로 추가적인 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
치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개인의 각종 청구(공개, 정정, 이용정지 등)에 대한 대
응 의무를 완화하며 가명정보에 대해서 기업 내부 분석만 허용되며, 식별이 금
지되며,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88)

4)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처리에 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
는 내용으로 ‘공개’로 번역한다.
85)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42조(권고 및 명령).
86) 個人情報保護委員会事務局(2017), 「匿名加工情報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促進と消費者の信頼性確保の両
立に向けて｣; 個人情報保護委員会事務局(2018), 「匿名加工情報・個人情報の適正な利活用の在り方に関する動
向調査(事例集)」.
87) 個人情報保護委員会(2019. 4. 25), 「個人情報保護法いわゆる３年ごと見直しに係る検討の中間整理」.
88) 個人情報保護委員会(2019. 12. 13), 「個人情報保護法いわゆる３年ごと見直し制度改正大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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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비영리에 한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비식별화)를 가명처리가 아닌 익명화로 이해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89)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90)을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화 조치를 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시민단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고객
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3만 4,000여 건의 데이터로 가공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4개 비식별 전문기관과
SK텔레콤 등 20개 기업을 고발하였다.91) 2019년 3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취해서 특
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가 아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고발 이후 관계부처ㆍ기관 및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비식별 정보의 결합ㆍ활용 등과 관련한 일체
의 활동이 중단됐다.9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식별화와 관련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 위법 논란 때문에 금융, 통신, 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
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하거나 AI 개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93)
89) 박노형 외(2017), p. 84.
90) 국무조정실 외(2016) 참고.
91) 「12개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 결합해 데이터로 만든 공공기관ㆍ기업 고발」(2017. 1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2. 1).
92)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 검찰 무혐의 처분..빅데이터 활성화 물꼬」(2019. 4. 1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11. 24).
93) 「데이터 경제 시대의 마중물 ‘데이터 3법’ 19일 국회 통과 예정...」(2019. 11. 1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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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 주요국과의 비교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보법

우리나라 개보법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비식별화된 정보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의

안 됨. 수집, 사용,

활용

유지, 판매, 공개
제한 없음.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 안
됨. 가명정보는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도 추가 처리
가능

개인을 특정할 수

목적 시 특정 개인을

없는 익명가공정보의

알아볼 수 없는 형태

경우, 동의 없이도

제공에 대해 목적 외

수집, 제공, 거래

처리 가능

가능

(비상업적 목적에

2020년 개정안에서

한함. 특정개인을

가명정보 도입 예정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의미 불분명)

자료: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저자 정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15일 발의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한 경우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조 다에서는
특히 가명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ㆍ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정의를 도입하였고, 가명
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1항은 개인정보처
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과학적 연구에는 민간 투자 연구를 포
함하여 가명정보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열어두었다.94)

94)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9의2
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
어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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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안의 개인정보 정의 비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자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안.

표 2-8.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안의 가명정보 활용범위 비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제2조(정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안.

개정안에 따라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지나친 개인정
보 보호로 인한 혁신성장이 저해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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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몇 가지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의 식별이 가능해질 수도 있으므로 재식
별의 금지 및 가명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한 관리 또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3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
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 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한 기관
외부로 정보집합물 반출 시 가명처리 등을 하여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은 전문기관의 개입 없이도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결합물의 결합
은 전문기관에만 권한이 부여되는바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95) 개정안 제28조의4는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제29조의5는 재식별 목적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합 정보집합물 처리 시
재식별이 될 경우 결합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 및 엄중한 제재규정과 더불어 이에 대한 검사 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것인바, 안전한 데이터 사용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제
안서(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96)는
제1.1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모든 행위자들의 책임감 있는 데
이터 관리의식(data stewardship)을 촉구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인간
중심의 가치(human-centred value)와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을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차별 또는 불평등 등의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며,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95) 「벤처협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해”」(2018.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96) OECD(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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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세트의 확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려면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세트는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동의하에 고품질의 데이터세트를 제공받아 데이터에 기
반하여 산업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부분 정보주체로 수익을 귀속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려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오픈데이
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집, 보유하는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가.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
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
는 권한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디지털 인권(digital human rights)과도 연관이
깊다.97) 마이데이터 선도국인 영국은 마이데이터(Midata)를 소비자의 데이터
를 이동가능하고 전자적인 형태로 접근 가능하게 하여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개인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98)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① 개인정보 이전권 보장과 ② 데이터 접근성 확보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에게 본인 개인데이
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 동의하에)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ㆍ
제도적 기반이 존재해야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이
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데이터 형식 및 교환 API의 표준화 진행 여부도 마이데
이터 정책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97) Mydata.org, “About My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5).
98) Gov. UK(2011), “The midata vision of consumer empower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5).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 57

현재 마이데이터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EU 회원국 및 미국이며, 최
근에는 일본에서 유럽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정보은행, 개인데이터 저장소
(PDS: Personal Data Store) 등 마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행
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 및 민관협력을 통해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의료,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산업
에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연합체가 정책 실행에 협력하고 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열린 정부
를 위한 국가 액션플랜(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이 발표
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를 추진했다. 스마트
공시란, 의료, 교육, 금융, 에너지, 교통,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자
(innovator)가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ㆍ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제도이다.99) 스마
트 공시 제도는 각 분야별 법률을 근거로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성과 이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
한 서비스가 개발되었다.100)
미국은 산업별로 표준을 만들어 개인의 정보 접속 및 이전권을 보장했는데,
예를 들어 의료 분야의 블루버튼(Blue button), 에너지 분야의 그린버튼
(Green button), 교육 분야의 마이데이터버튼(Mydata button), 태양광 분야
의 오렌지버튼(Orange Button) 등이 존재한다. 블루버튼의 경우 블루버튼을
99) data. gov, “Smart Disclosure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4).
100) 의료분야의 경우 1996년 제정된 「건강보험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개인의 의료 데이터 사본 접근 권한’ 조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가족 교육 및 프라이버시법(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의 ‘학부모와 학생의 학적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사본 요청 권한’이 근거 조항이다. 한국데이터진흥원
(201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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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함으로써 환자는 병원의 개인의료 기록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
며, 그린버튼으로 소비자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손쉽게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 개인이 원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이전하여 새로운 서
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1) 이러한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
환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직접 자기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비식별조치로 인한 데이터 품질 저하나 불법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온전한 데이터 활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

2) EU
유럽은 2018년 5월 GDPR의 시행으로 마이데이터에 필요한 기본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GDPR의 제20조에서는 ‘개인정보 이전
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자신이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화되고, 일반
적으로 사용되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102)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2015년 10월 개정되어 2018년 1월부로 유럽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제서비스 지침 개정안(PSD2: 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
은 GDPR과 더불어 EU 회원국에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주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PSD2｣는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이 규정한 결제서비스 관련 개정안으로, 온라인ㆍ모바일 결제서비
스의 혁신적인 발전과 더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장하는 한편, 핀테크 등 신규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의 평등한 산업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효

101)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는 현재 미국 26개 주 및 캐나다의 6,000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유틸
리티 및 서비스 공급업체 76여 개가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는 앱을 통해 에너지 데이터 분석 및 절약
노하우를 제공받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를 통해 1,500만 kW의 전력 공급이 절약된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2017. 9. 29), p. 1.
102)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GDPR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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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유럽 결제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103) ｢PSD2｣의 주
요 내용 중 하나는 제3자 제공자에 대한 계좌정보 공개로, PSD2는 기존의 은행
권 외 계정정보 서비스 관리업(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및 지급지시 대행서비스 관리업(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고객의 요청으로 이들 제3자 제공자에게 금융정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읽기’와 ‘쓰기’ 기능을 허용하
도록 한다는 것인데, ‘읽기’란 금융기관이 축적한 고객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쓰기’는 고객을 대신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
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104) ｢PSD2｣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보호 및 보안의 책임 규제를 삽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유출 발생을 대
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유럽 각국은 EU의 법제를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켜 자체적인 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을 실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을 처음 실시한 국가들 중 하나인
영국105)의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PSD2｣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추
가적인 오픈뱅킹 기준(Open Banking Standard)을 수립하여 은행권의 표준
API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고객데이터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정보까지 제3자에게 API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
스의 경우 2012년부터 시작한 MesInfos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3) European Commission(2019), “Frequently Asked Questions: Making Electronic Payments
and Online Banking Safer and Easier for Consum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5).
104) 자본시장연구원(2019), p. 4.
105) 영국정부는 2011년 11월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Gov. UK(2011), “The midata vision
of consumer empower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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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2012년 일본에서는 개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예탁받은 조직으로서 정보은행
구상이 처음 학계에서 발표되었으며, 2014년 정보은행 컨소시엄이 설립되어
산관학 연계하에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보은행은 일본이 창시한 개념으로 사업
자가 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거래할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 대신 제3자의 신
뢰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즉 ‘은행’
과 같이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개인의 데이터를 마치 은행에 예금하듯이 정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듯이 그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에게
환원된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개인 및 기업의 정보 제공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
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5
년),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2016년) 등 데이터 관련 법 개정을 진행
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7월 정보통신심의회에서 정보은행 제도에 대한 제

그림 2-1. ‘정보은행’의 구조

개인에 관한
데이터

사업자 A

정보은행

개인
개인에 관한
데이터

사업자 B

PDS

예탁

사업자 E

편익
사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환원

개인에 관한
데이터

사업자 C

사업자 D

A와 B의
데이터를 제공

편익

사업자 F

주: PDS: 개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자신의 데이터를 축적ㆍ관리하는 구조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나 본인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집계ㆍ파악하고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자료: 이정은(2018.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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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하였으며, 동년 11월 발족한 경제산업성ㆍ총무성 검토회의 검증을 거쳐
2018년 6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관리ㆍ운용하는 ‘정보은행’을
인정하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106) 이후 12월부터는 일반사단법인
일본 IT 단체연맹(日本IT団体連盟)이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4) 한국
한국정부는 2018년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26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데이
터 산업 활성화 전략’ 안건을 의결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주도
로 금융ㆍ통신의 2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2019년 5월 이를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통신 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산업으
로 확대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07)
한편 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및 법제 정비는 금융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금
융위원회는 2018년 7월 31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
는데, 여기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신용조회업(Credit Bureau)’과 구분
되는 신용정보산업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설하고 해
당 업의 허가제, 최소 자본금 요건, 정보보호ㆍ보안을 위한 강력한 본인인증 절
차, 정보 수집ㆍ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강화 등 다수의 규제ㆍ안전장치를 포
함할 것을 제안하였다.108)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109)
특히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금융회사 등에 정보제
공 의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정보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법의
106) IT Leaders(2019), 「｢情報銀行｣を信用して大丈夫? 先行する海外活用動向と普及を阻む課題(後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5).
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6).
108) ｢마이데이터｣(2018. 11.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5).
10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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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 주체를 가명처리하여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
게(비식별 조치) 하는 ‘가명조치’ 개념을 도입하여, 가명조치를 취한 개인 신용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접근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
하였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주
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손해액의 3배(기존)에
서 5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GDPR에서 규정하는 배
상액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보다 강화된 기준이다(표 2-9 참고).

표 2-9.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
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게 조치한 정보
-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
-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상거래기업(금융회사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조사ㆍ제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신용조회업(CB: Credit Bureau)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을 완화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데이터 분석 및
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가 가능해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
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표 2-10 참고)
-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ㆍ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도입
* 정보활용 동의 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
혜택 등을 평가하여 등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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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프로파일링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설명요구ㆍ이의제기 가능(프
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에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 상시 평가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2019. 11. 28),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1).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29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110) 2019년 내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
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

업 신설 및 업무범위 명확화

- 고유업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 부수업무: 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 겸영업무: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
- 자본금 요건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 인적ㆍ물적 허가요건

진입규제(허가요건)

•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반드시 두어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비
•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유출 방지
를 위한 보안시설 구비 요구
- 금융기관 50% 출자의무 두지 않음

110) 법제사법위원회(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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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금융회사 등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

고객정보 제공 의무화

• 민감정보, 개인정보를 기초로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가공한 2차
정보 등을 제외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정
보를 충분히 제공”
• 사전에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표준 API)을 이용
*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사 등에 API 구축 의무를 부여
-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마련
- 정보수집 과정의 안전성ㆍ보안성 강화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 강화

- 정보사고 발생시 사후구제수단 마련
•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
- 체계적인 검사ㆍ감독 체계 구축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7), pp. 13~17.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16일 개최된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
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해당 법의 시행 촉구와 함께 개정
에 대비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준비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마
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111)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수집ㆍ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현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112) 또한 데이터 3법의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3개 법안의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11월 29일 법사위 심사
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역시 이 때문이었다.113)

1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10. 16).
112) 참여연대(2019. 8. 12).
113) 「데이터 3법 정기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2019. 12.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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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데이터
주요국은 정부가 구축하고 보유한 데이터가 엄청난 자산임을 인식하고 다양
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오픈 공공데이터는 접근성, 검색성 및 가용
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
출을 위해 기계가 판독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많은 양의 고품질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간과 기업으로 하여금 공공데이
터의 재사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및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은 ①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며 다양한 사회문제(의료
또는 대중교통)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② 투명성을 제고하여 이전에 접
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이용 가능케 하여 정책, 공공 지출 및 결과에 대해 대중
에게 알릴 수 있게 되며 ③ 증거기반 정책 수립 강화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
고 ④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개발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114)

1) 미국
미국은 2009년부터 ‘data.gov’115)서비스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왔다. 오바마의 오픈데이터 행동계획(U.S. Open Data Action Plan)116)하에
2014년 1월부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색이 용이하고 이용이 더
편리하도록 ‘data.gov’를 개편하였다.117) 2019년 1월 14일 ｢증거기반 정책결정
법(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118)
114) European Commission(2018. 4. 25), “Building data-based economy in the EU,”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19. 11. 20).
115) data.gov 홈페이지, https://www.data.gov/(검색일: 2019. 9. 16).
116) United States Government (2014. 5. 9), “U.S. OPEN DATA ACTION PLAN,”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9. 10).
117) 주요 개편내용은 Adam Bode Bode(2014. 1. 12), “Designing for Open Data: Improvements
to Data.gov,”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118) Title II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Public Law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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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인 ｢OPEN 정부 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 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 Act)｣이 입법되면
서 ‘data.gov’를 정책이라기보다는 법령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119) ｢OPEN
정부 데이터법｣ 제202조는 연방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data.gov 카탈로그에
포함된 메타데이터120)와 함께 표준화되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
로 오픈데이터로 온라인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121) ‘기계판독 가능
(machine-readable)’이라는 용어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의미 있는
정보(semantic meaning)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컴퓨
터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한다.122)
‘data.gov’는 2019년 11월 22일 현재 농업, 기후, 소비자, 생태계, 교육, 에
너지, 금융, 보건, 지방정부, 제조, 해상(maritime), 대양(ocean), 공공안전,
과학 및 연구 등 14개 분야에 대해 25만 822개의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으
며,123) ‘data.gov’의 ‘Impact’에서는 이를 활용한 기업의 기본 정보와 사용한
오픈 데이터 소스를 보여주고 있다. 예로 콜로라도주의 Simple Energy기업은
미국의 전력 판매, 수익 및 에너지 효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웃과 자신의 에너
-435.
119) Kim(2019. 5. 31), “Data.gov at Ten and the OPEN Government Data Act,”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9. 16).
120) Sec.202 (a)(19)에 따르면 메타데이터란 콘텐츠, 형식, 출처, 권리, 정확성, 입증, 빈도, 주기성, 출판
사나 책임당사, 연락처 정보, 수집방법 및 기타 설명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구조적 또는 설명적 정보
를 의미한다(“the term ‘metadata’ means structural or descriptive information about data
such as content, format, source, rights, accuracy, provenance, frequency, periodicity,
granularity, publisher or responsible party, contact information, method of collection,
and other descriptions;”).
121) Sec.202 (b) Guidance to Make Data Open by Default.--Section 3504(b)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C) the c
ost and benefits to the public of converting a data asset into a machine-readable format
that is accessible and useful to the public; Sec.202 (c ) Federal Agency Responsibilities
to Make Data Open by Default.-``(5) ensure that any public data asset of the agency is
machine-readable;.
122) Sec.202 (a)(18) “the term ‘machine-readable’, when used with respect to data, means da
ta in a format that can be easily processed by a computer without human intervention
while ensuring no semantic meaning is lost.”
123) data.gov 홈페이지-catalog(검색일: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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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에너지 모바일 앱을 선보였고, 펜실베이니아주의
AccuWeather의 경우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인터넷 기상 정보 및 24시간 온도 예측, 국
가 날씨 센터 등의 오픈데이터를 활용하여 분당 강수량 예측 및 강수 유형ㆍ강
도, 시작 및 종료 시간, 심각한 기상 경보, 일기예보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등
을 제공하며 15일간의 날씨예측 정보를 제공한다.124) 또한 발전된 형태로 기
업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공기관은 해당 서
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 정보를 얻어 정책 결정과 문제 해결에 반영하는 양방향
데이터 교환 방식의 통합 오픈데이터(integrated open data)도 나타나고 있
다.125) 예로 Connected Citizens Program from Waze와 같은 경우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교통 및 내비게이션 앱인 Waze와 공공기관 사
이에 양방향 정보 전달로 공공기관이 Waze로부터 혼잡, 충돌, 위험, 건설중,
포석, 로드킬, 정지된 차량, 도로 위의 물체 및 누락된 표시판 등의 정보를 받아
교통 정체가 감소할 수 있도록 발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정책 결정 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126)

2) EU
EU는 오픈데이터 포털(http://open-data.europa.eu)을 통해 공공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127) EU는
2003년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지침(Public Sector Information
(PSI) Directive, Directive 2003/98/EC)｣128)을 ｢2013년 공공 분야 정보의
124) data.gov 홈페이지-impact(검색일: 2019. 11. 22).
125) Carnow(2018. 8. 28), “It’s Time for More “Actionable” Open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
19. 10. 2).
126) Ibid.
127) 프랑스(http://data.gouv.fr/), 독일(https://www.govdata.de/), 네덜란드(http://data.overh
eid.nl/), 벨기에(http://data.gov.be/), 이탈리아(http://www.dati.gov.it/), 오스트리아(http:/
/data.gv.at/) 등 미국 공공데이터 홈페이지(https://www.data.gov/open-gov/, 검색일: 2019.
11. 22)에서 세계의 공공데이터(총 53)의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 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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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3/37/EU, 이하 2013년 지침)｣129)으로 개
정하여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장벽을 없애 중소기업의 입지
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130) 적용 범위를 도서관, 박물관의 문화 공공데이
터까지 넓히고 배포에 드는 한계비용까지만 과금하도록 하고, 재사용을 기본설
정으로 하고, 회원국에서 재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감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였다.131) ｢2013년 지침｣
에 대한 검토 결과 ① 기술인프라의 부족으로 동적 데이터의 재사용이 불충분함
②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이 공공기관에 따라 비쌀 수 있어(예: 지리공간, 사업
자 등록부, 재무 데이터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및 제
품 개발을 시도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데이터 경제발전을 제한함 ③ 에너지 및 운
송 분야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및 교육,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은 공공기
금이 제공되고 재사용 잠재성이 매우 크지만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④ 독점
적인 합의 관행의 출현 등으로 경쟁이 왜곡되고 있음 등이 지적되었다.132) 이에
최근 EU는 ｢2013년 지침｣을 대체하는 ｢오픈 데이터와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
에 관한 오픈 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s, Directive 2019/1024)｣133)
을 2019년 7월 16일부터 발효했다.134) 이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1년 7
128)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J L 345, 31.12.2003, pp. 90–96.
129)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J L 175, 27.6.2013, pp. 1–8.
130) European Commission(2018. 4. 25), “Building Data-based Economy in the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131) European Commission(2012), “Revision of the PSI Direc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
1. 20).
132) European Commission(2018. 4. 25), “Impact Assessment Support Study for the Revision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Deloitte(20
17), pp. 7-8.
133)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
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PE/28/2019/REV/1) OJ L 17
2, 26.6.2019, pp. 56–83.
134) European Commission(2019), “European Legislation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 69

월 16일까지 자국의 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완전히 국내법으
로 들어오게 되면 ① 동적 데이터 및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e Interfaces) 형태의 게시를 촉진하고 ②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재사
용을 위해 정보 배포(disseminate)에 드는 한계비용보다 더 과금하는 것을 허용
하는 예외를 제한하며 ③ 지침의 범위를 △ 공무에 의해 보유하게 되는 데이터(원
칙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데이터에만 지침을 적용하며, 그러한 데이터
의 재사용의 요금은 배포에 드는 한계비용보다 높을 수 있음) △ 공공자금에 따른
연구 데이터(회원국에 공공 기금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위한 정
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함. 개방된 저장소에 이미 포함된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함)로 확대할 것이다.135) 또한 ④ 독점약정을 피하고, 공공 분야 정보가 포함
된 민관협약에 대한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36)

3) 일본
일본은 오픈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jp)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22일 현재 2만 5,737건의 데이터세트를 보유
하고 있다.137) 일본은 공공데이터의 디지털 활용을 통한 디지털 사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16년 12월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6
월 15일 IT 신전략을 발표하였다.138) 이에 따르면 오픈데이터 바이 디자인에
맞춰 행정 보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재사용을 촉진하고 민간 요구에 맞는 데이
터를 공개해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139)

135)
136)
137)
138)
139)

Ibid.
Ibid.
data.go.jp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22).
황현주(2018), p. 3.
황현주(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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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
이터법｣)｣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
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에 접근가
능성을 높이도록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사이트(https://www.open.go.kr/)를 통해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포털을 살펴
보면 2019년 11월 25일 현재 총 3만 2,806건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가 실시하는 2019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으나140)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
다. 오픈데이터 지표(Open Data Barometer)는 전 세계 오픈 데이터의 현황
을 다루는 지표로, ① 준비성(Readiness) ② 이행(Implementation) ③ 영향
력(Impact)을 척도로 하여 판단하는데, 2017년 우리나라의 오픈데이터 지수
평가에 따르면 이행에서 국가 예산 및 공공계약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부 지출ㆍ회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입수가능성이 낮으며 업데이
트도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141) 또한 전반적으로 기계판독이 가
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잘 되지 않으며 주요 요소에 대해 데이
터 식별자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40) OECD 공공데이터지수(Open-Useful-Reusable; OURdata Index)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O
DC)에 기초해 OECD 조사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2년마다 측정되며,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데이터 가용성ㆍ데이터 접근성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
원 3가지 분야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개방지수 0.93점(1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
으며, 프랑스 2위(0.90점)ㆍ아일랜드 3위(0.77점)ㆍ일본 4위(0.75점)ㆍ캐나다 5위(0.73점)로
2015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 달성」(2019.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2. 1);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Country Fact sheet, Korea,” https://www.oecd.org/gov/gov-at-a-glance-2019-k
orea.pdf(검색일: 2019. 12. 12).
141) ODB(2017), “Country detail-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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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2017 우리나라 오픈데이터 지표: 이행 분야 점수

구분

지도
정보

토지 상세 상세
소유권 인구 정부
정보 조사 예산

정부 회사
지출 등록

공공 국제 보건 초중등
입법 교통 무역 분야 학교
시간표 자료 성과 교육

범죄
통계

국가 국가
환경 선거
통계 결과

공공
계약

총점

80

80

85

90

5

5

50

80

80

55

70

75

75

80

90

데이터가 있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한지?
데이터세트가
기계판독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지?
전체적으로
기계판독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데이터세트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지?
데이터가 공적으로
라이선스된 것인지?
데이터세트가 최신의
것인지?
데이터세트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지?
데이터세트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용이한지?
데이터세트의 주요
요소에 대한 데이터
식별자(identifier)를
제공하고 있는지?

주: ◎: 파란불 ◌: 노란불 ●: 빨간불
자료: ODB(2017), “Country detail-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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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12.5%로 추정되며,142)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음’(53,4%), ‘공공데이터 확보방법을 모름’(22.0%)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143)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공데
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공데이터포털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 25
일 현재 총 3만 2,806건 데이터세트 중에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파일데이터는
2만 9,485건, 활용이 용이한 오픈API144)는 3,213건에 불과하고, 표준데이터
는 108건으로145) 공개데이터의 89.9%가 파일데이터이다. 파일데이터는 공개
가 용이하며 대중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며 데이터 속성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활용도
쉽지 않다. 따라서 활용이 용이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오픈 포맷으로 제
공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참고로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
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제2조 제3호)로 규정한다.
표 2-12.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 단계별 구분ㆍ비교
구분

1단계

기계판독이

미충족포맷

가능한 형태

(포털등록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특징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2단계
최소충족포맷

3단계

5단계

오픈 포맷(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 편집 등)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특정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읽고 수정, 변환
가능

4단계

가능

URI(통합자원식
별자)를 기반으로

웹상의 다른

데이터 속성 특성 데이터와 연결,
관계를 기술하고

공유 가능

있는 데이터 구조

142)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p. 97.
143)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p. 99.
144) 오픈API: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
방된 API, 즉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일반에 개방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응용 프로그
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기관의 데이터가 갱신되면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제공받아 이용
가능한 방식).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 11. 22. 개정), p. 25.
145)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데이터세트(검색일: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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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계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RDF

LOD

HWP, XLS,
예시

PDF

JPG, PNG,

CSV,

WMV, MPEG,

JSON, XML

MP3, SWF
자료: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 11. 22. 개정), p. 6.

또한 데이터 식별자(identifier)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업자등록
번호와 같이 식별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통일된 식별번호 체계가 없는 데이
터의 경우 데이터를 통합하면 중복이 나타나거나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 향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식별자가 제대로 제공되면 통합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될 것
이다. 데이터 공개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여 표준데이
터를 늘리고, 외부 응용프로그램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데이터와 경쟁법
가. 데이터와 경쟁법 개괄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데이터 경쟁정책이다. 데이터와 경쟁정책 또는 경쟁법의 관계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이다. 빅데이터를 경쟁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그
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데이터와 반경쟁 사이에 과연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는데, 이는 데이터의 편재성(ubiquity), 저비용 혹은 무료속성,
넓은 유용성, 유동적(fleeting) 가치 등의 특성으로 인해 누구나 데이터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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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축적하여 동등한 시장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146)147)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반경쟁적(경쟁제한적)인 상황이나 행
위가 유발될 수 있다.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분
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진입 기업보다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경쟁우위에 설 수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소수의 선두 기업에
손쉽게 시장지배력이 집중될 수 있다. 이들이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이들이 축적한 빅데이터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데이터 시장의 공정거래 관련 우려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특히 이
슈가 되고 있다.148) 특히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라 불
리는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 소수의 미국계 플랫폼 기업에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행위나 건전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70대 디지털 플랫폼 중 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8년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총 점유율(시가총액 기준)은 전 세계의
70% 정도였다.149)
플랫폼 비즈니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 그룹을 중개하는 양면시장
(two-sided market) 혹은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특성과 직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외형상 한계비용이 제로(0)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한다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위법성 판단 등에 있어 기존 경쟁법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불공정행위 판단

146) Boutin and Clemens(2017), pp. 2-3.
147) 이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빅데이터를 단지 ‘대량의 정보 집
합’으로 정의할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집합하는 것만으로 반독점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기 힘들 수
있다. 반면 데이터를 분석(analyze)하는 능력을 빅데이터의 정의에 포함할 경우 빅데이터 사업자들
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Boutin and Clemens(2017), pp. 2-3, p. 5.
1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8), p. 4.
149) UNCTAD(2019),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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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 글로벌 플랫폼의 지리적 분포(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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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별 표는 시가총액(10억 달러) 기준임. 2017년 미국(빨강) 플랫폼 기업의 총 점유율(시가총액 기준)은 2017년에는
전 세계의 65%, 2018년에는 70%를 기록.
자료: UNCTAD(2019), p. 19.

등의 기준은 전통적인 단면시장과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150) 이와 더불어 사
용자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경쟁법적 영역에
서 규제의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여 OECD
의 경쟁당국이나 각국의 연구기관 및 경쟁당국에서는 경쟁법 개정 및 이를 위
한 연구ㆍ논의를 추진하여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플랫폼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
분하여 경쟁법을 적용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디지털시장 관련 사건
에서는 전통적 분석 틀 내에서 관련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등의 평가를 진행하
고 있는 상황이다.151)

150) 양면시장, 다면시장 및 플랫폼에 대한 정의 및 조건에 대해서는 이상규(2010),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을 참고.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며, 대표적인 비디지털 플랫폼ㆍ양면시장
의 예로 신용카드 서비스나 신문사 등이 있다.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시장도 폭발
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검색엔진, 전자상거래(쇼핑몰),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가격비교 사이트 등 다
양한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한다.
151)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8),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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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데이터 경쟁정책을 가장 적극적ㆍ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
와 일본의 경쟁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 대응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152)

나. 주요국의 데이터 경쟁법
1) EU
EU는 ｢유럽연합법｣ 중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기능조약’)｣의 제101조부터 제109조
및 ｢EU 합병규칙(Council Regulation)｣ 등에서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정하
고 있으며 ｢기능조약｣ 제101조는 ‘공동행위(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금지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102조는 ‘시장지배적 사업
자의 남용행위(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금지규정을 포괄하고 있다.153) EU의 경쟁법은 위의 조항 외 EU 집행
위의 각종 규칙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포함하는 체계를 포괄적으로 의미
하며, 독립된 법 형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154)
기존 EU 차원의 경쟁법(Competition law)은 온라인 중개사업자의 일방적인,
유해할 수 있는 거래관행(unilateral potentially harmful trading practice)
등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155)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 기반
152) 본 장에서는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를 경쟁법과 분리하여 고려하였으나, 사실 이 같은
주제가 경쟁법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경쟁(competition)이 존재함으로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 등을 위한 장치를 확대할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Hylton(201
9), p. 5.
153) 공정거래위원회(2015), p. 25.
154) 홍준호(2013), p. 31. 본고에서는 EU 차원의 법제도 동향만 포함하였으나, EU 회원국들의 데이터
관련 법률이 독립된 법 형식으로 존재하며 그 수준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완결적인 논의
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데이터 관련 경쟁법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155)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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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를 취득ㆍ처리하는 온라인 중개사업자에 대한 경쟁
법적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특히 2010년 전후부터 IT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건이
증가하면서 경쟁당국 및 법원에서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
적 사항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각국에서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경쟁당
국은 2016년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빅데이터의 네트워크 효과, 멀티
호밍(multi-homing),156) 시장의 역동성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특정 기업의
빅데이터 집적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음에 주목한 바 있다.157)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015년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이 발표된 이후 EU 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JRC)를 포함한
다양한 포커스 그룹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연구를 활
발하게 추진하였으며, 2018년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EU 차원의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158) 2018년 4월 EU는 그동안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가를 규제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ㆍ투명성 촉진에 관한 규칙(‘P2B법’)｣159) 제정안을 발표
했다. ｢P2B법｣은 EU 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소규모 사업자 및 거래자
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주는 첫 규범으
로, 2019년 7월부로 발효되었으며 2020년 7월 12일부로 EU 역내에서 적용
될 방침이다.160) 또한 ｢P2B법｣ 발효와 동시에 위원회는 이를 감독하고 위반
156) 멀티호밍은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multi) 사이트ㆍ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상품ㆍ서비스를 거래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프랑스ㆍ독일 경쟁당국은 전환비용, 서비스의 차이,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사
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강
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조정환(2019), p. 28.
157) 조정환(2019), pp. 27~29.
158) European Commission(2019. 11. 14), “Platform-to-Business Trading Pract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159) 입법 형식은 EU 회원국의 국내법화 조치 없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 형식으로 제정된다. European
Commission(2019), “Regulation(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160) European Commission(2019. 11. 14), “Platform-to-Business Trading Practices,”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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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제하는 기구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 감시위원회(Observatory on
the online platform economy)를 설립할 것을 발표했다.
이하에서는 데이터 경쟁정책과 관련된 EU의 기업결합 심사 사례를 살펴보
고, 최근 통과된 ｢P2B법｣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EU의 법제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법 적용
이제까지 EU에서의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쟁점은 주로 데이터 관련 기업
의 기업결합 심사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161)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
이 결합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가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 신고하도록 하여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치는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관련시장 획정과 결합 시 발생하는 시장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판단이 심사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
업결합의 경우 양면ㆍ다면시장 및 네트워크 효과 등의 특성 때문에 시장 획정
과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 및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과의 결합은 매출액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업결합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도
적인 시장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162)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기업
결합 심사 기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논의ㆍ추진 중이다.
유럽 내에서도 매출 외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된 바 있다.
EU의 현행 기업결합심사규정에 따르면 두 개 기업의 기업결합에서 한 기업의
EU 내 매출액이 1억 유로 이하(2013년 기준)이면 심사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
문에 무상으로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결합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자료(검색일: 2019. 11. 20).
161) 방송통신위원회(2018), p. 140.
162) Crémer, de Montjoye, and Schweitzer(2019), p. 110.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 79

있다.163) 따라서 디지털 부문에서 무상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업의 기업결합
은 EU 결합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64) Facebook의 Whatsapp의 인수
건(2014년)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그러나 최근(2019년 4월) 발표한 ｢EU 특별 자문 보고서(Special Advisers’
Report)｣에서는 매출액 이외의 적절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고 아직까지 기존
심사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회원국의 관할권 이
관(referral system)이라는 EU의 법적 장치가 EU 신고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준다는 이유로 심사 기준 개정을 보류한 바 있다.165)
실제로 상기의 Facebook/Whatsapp 건이나 Apple/Shazam(2018년) 간
의 기업결합은 EU 회원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유럽위원회가 이관요청을 받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였으며, Facebook/Instagram(2012년) 및 Google/
Waze(2013년)의 경우에도 EU 경쟁당국의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영국
경쟁당국의 기준에 걸려 영국 공정거래청의 심사를 받았다. 또한 최근 오스트
리아와 독일의 경쟁당국이 인수가액이 높으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업결합 신
고를 요구하는 거래가치 기반(transaction value-based) 신고기준을 새롭게
채택한 바 있는 등166) EU 회원국가의 경쟁법에서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이 개
정되고 있다.

163)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8), p. 77.
164) 그러나 Google과 같은 온라인 검색서비스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같이 광고 등의 수익을
얻는 기업들은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8), p. 77.
165) Crémer, de Montjoye, and Schweitzer(2019), pp. 114-115.
166) 2017년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을, 오스트리아는 ｢연방카르텔법｣을 개정하여 기업결합 신고기
준에 매출액 외 인수가액을 추가하였으며, 2018년 7월 양국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인수가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BKartA/BWB(2018),
“Guidance on Transaction Value Thresholds for Mandatory Pre-merger Notification,”
(Section 35 (1a) GWB and Section 9 (4) Kar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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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P2B법｣
유럽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의 일환으로 기업 간 거
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18년 4월 유럽위원회를 통과
한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규칙(P2B법)｣은
크게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규정과 구제 방법 정비
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 및 검색엔진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 플랫폼ㆍ검색엔진과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용자(business users) 간의
B2B2C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P2B법｣의 주요 내용은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의 명확화, 검
색 결과의 표시 순위를 결정하는 변수 공개, 자사 제품ㆍ서비스를 우대하는 경
우 이를 계약조건에 명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의무사항을 온라인 플랫폼 및 검
색엔진 기업에 부과한다는 것이다(표 2-13 참고).

표 2-13. EU의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규칙(P2B법)｣의
주요 내용
구분

P2B 제정 전 문제점

P2B 주요 내용(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
• 계약조건의 명확화

플랫폼이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온라인

계약조건을 변경

서비스
의무
규정

적어도 15일 전에 서비스 이용자(기업)에 이를
통지해야 함.

중개
제공자의

- 플랫폼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이유를 알리지 않고 사
업 이용자의 계정 삭제 및 중단

• 거래거부 사유의 명확화와 개별 이유 통지 의무
-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플
랫폼은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함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 중
생되는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정책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접근 가능

불분명

한지를 명시하는 데이터 정책을 수립ㆍ공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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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구분

P2B 제정 전 문제점

P2B 주요 내용(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
• 랭킹(예: 상품검색결과 표시 순)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명시

온라인

검색 결과의 순위 설정 기준 불분명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이용자 기업에 상품ㆍ서비스의 순위를
설정하는 주요 변수(parameter)에 대하여 명시

중개

하고 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정당화해야 함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상품ㆍ서비스 • 플랫포머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 제공을 우대하는
의무
규정

우대
서비스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경우(예: 배송료 감면) 이를 명시
• 최혜국대우 조항(거래처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
을 요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주요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적 고려사항)를 명시할 것
을 의무화
• 내부 불만처리 메커니즘 구축 의무화(직원 50명
미만, 매출액 1,000만 유로 이하의 소규모 기업

• 일관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플랫
구제
방법
정비

폼의 내부 불만처리 메커니즘
•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외부(법원 외의)
피해구제 메커니즘
• EU 법원 접근은 제한적이고 큰
비용이 소요

체는 예외)
• 서비스 이용자는 외부 중재자에게 용이하게 접근
가능함으로써 법원 외의 분쟁해결 가능(직원 50명
미만, 매출액 1,000만 유로 이하의 소규모 기업
체는 예외)
• 대표 기관 또는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검색
엔진이 상기 규칙을 위반할 경우 기업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Online Platforms: New European Rules to Improve Fairness of Online
Platforms Trading Pract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 일본
일본의 경쟁법인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독금
법)｣167)은 주로 4가지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① 불공정한 거래 방법
(우월적 지위 남용) ② 부당한 거래(카르텔,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포함)
제한 ③ 사적독점(경쟁사업자 배제 및 지배) ④ 기업결합규제(경쟁제한적ㆍ불
공정한 거래방법을 통한 M&A)이다.168) 최근(2019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
167)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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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공취위)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하여 독금법의 4가지
행위 유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표 2-14 참고).169)

표 2-14.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용

유형
불공정한 거래
방법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내용

위법요건

- 1) 입장이 우월한가 2)정상적인
공정경쟁 저해

- 납입처ㆍ납입업자 사이 등 수직

제한

-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

습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디지털 카르텔(컴퓨터 알고리즘
경쟁제한효과

등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담합
시행ㆍ유지)

- 기업 간 수평적 공동 행위 규제
- ‘배제’과 ‘지배’로 나뉨.

독과점에 의한 다른 디지털 플

- (배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랫포머 배제(거래처 제한):

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디지털

(부당한 저가판매, 독점거래, 끼워

플랫포머가 다른 디지털 플랫포

팔기, 공급거절ㆍ차별적 취급ㆍ
사적독점 금지

디지털 플랫포머가 정상적인 상
거래처에 불이익을 미침

적 행위 규제
- 카르텔ㆍ입찰 담합행위 등 규제

부당한 거래

｢독금법｣상의 우려
우월적 지위 남용:

상습관에 비추어 부당한가 3) 남
용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행위 등)

머를 배제하거나 진입을 저지
경쟁제한효과

- (지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경쟁 사업자 배제:

을 지배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조건을 설

제한(주식 취득ㆍ임원 파견 등 실

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질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의사 결

경쟁 사업자를 배제

정을 구속ㆍ지배)
- 경쟁제한적ㆍ불공정한 거래방법

경쟁제한적인 기업 결합:

을 통한 M&A 규제
기업결합 규제 - 특정 사업자에게 시장지배력이 과
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회사의
주식 취득, 합병, 분할 등을 규제

경쟁제한효과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디
지털 플랫포머가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실시

자료: 日本経済新聞(2018), 「独禁法４つの柱 (１)~(4)」(11月 19日; 11月 26日; 12月 3日; 12月 24日); 公正取引委員会
(2019), 「知ってなっとく独占禁止法」, pp. 6~14; 公正取引委員会(2019),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
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p. 7~9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68) 日本経済新聞(2018), 「独禁法４つの柱(１)~(4)」(11月 19日; 11月 26日; 12月 3日; 12月 24日).
169) 公正取引委員会(2019),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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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형 기업(‘디지털 플랫포머’)이 중
소기업ㆍ벤처를 포함한 시장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한편
기업의 과도한 데이터 지배력에 의해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공정취인위원회, 총무성(2018)
은 ‘데이터의 집적ㆍ활용 자체가 즉시 ｢독금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만… 경쟁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고 명시하
고 있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데이터 활용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등의 입법 제도적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170)
일본은 2016년부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독점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
했다. 2016년 9월 경제산업성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
구회’에서 동 이슈가 제도 개선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검토가 진행되
었다.171) 이후 2017년 6월 발표한 성장전략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는
Google, Facebook, Amazon 등 대형 플랫포머형 사업가(‘디지털 플랫포머’)
의 데이터 거래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하여 2018년 7
월부터 경제산업성, 공정취인위원회, 총무성 3조직이 공동으로 검토회를 조직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172) 2018년 12월에는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정리 보
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포머형 비즈니스에 대응한 규칙정비
의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기본원칙｣에서는 개인데이터를
‘돈과 동일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과 플랫포머
간 거래를 ｢독점금지법｣의 운용 범위에 사실상 포함시킬 방침을 발표했다.173)
이후 일본은 전통적인 ｢독금법｣의 적용 대상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빅데

170) 経済産業省, 公正取引委員会, 総務省(2018. 11. 5), p. 12.
171) 経済産業省, 「競争政策」,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
172) 일본은 2018년 7월 경제산업성, 공정취인위원회, 총무성 3조직이 공동으로 검토회(デジタル・プ
ラットフォーマーを巡る取引環境整備に関する検討会)를 조직하여 플랫포머형 비즈니스의 대두에
대응한 규칙정비를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중간정리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원칙｢プ
ラットフォーマー型ビジネスの台頭に対応したルール整備の基本原則｣을 발표하였다.
173) 日経コンピュータ(2019. 1. 10), ｢政府、ＧＡＦＡ規制の原則を公表技術革新との両立に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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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다루는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위법의 구체적인 유형ㆍ사례를 포함한 가
이드라인 등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독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추진하
고 있다.

표 2-15. ｢디지털 플랫포머에 관한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
시책

내용
- 실태조자 실시: 공취위가 각종 플랫폼 및 참가기업 간의 거래실태에 대하여 포
괄적인 조사를 실시(2019년 1월 23일~2019년 10월 31일)

거래의 공정성 및 - 전문조직 창설: 각 부처의 법집행 및 정책입안을 지지하기 위해 위의 조사 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 및 거래 실태를 조사ㆍ감시하는 전문 조직(법학ㆍ
경제학ㆍ정보처리ㆍ시스템공학 등) 창설
- 데이터 거래 시 중요 거래조건 공개 요구 등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한 규칙 제정을 검토
- 1) 데이터에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여 2) 개인과 플랫포머 간의 거래
도 ｢독점금지법｣의 운영 범위에 사실상 포함된다고 간주

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한
｢반독점법｣ 운영

* 예) 페이스북 등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래 행위라고 규정
-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의 적용 범위 및 실질적인 적용 방안 검토
예) 플랫포머가 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
우, 또는 활용 범위가 사전 설명을 벗어나는 경우 플랫포머가 우월적 지
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

새로운 영역의 법
정비 검토
데이터
이전ㆍ개방 규칙
검토

- 공유경제 분야 중 교통, 중고거래,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법제도의 검토 진행
-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관리의 주도권을 부여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개인 정보를 맡길 사업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칙 및 구조 정비
데이터 이전(Data Portability), API 개방 등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경쟁 환경 구성

자료: 日経コンピュータ(2019. 1. 10), ｢政府、ＧＡＦＡ規制の原則を公表 技術革新との両立に課題｣; 未来投資会議, 未来
投資会議構造改革徹底推進会合(2018. 12. 18), ｢デジタル プラットフォーマーに関する基本原則(案)について｣.

가) 기업결합 심사
일본 ｢독금법｣은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독금법｣ 제
4장 제9조 내지 제18조)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디지
털 플랫폼 기업이 신생기업 등을 인수할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혁신
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본 공취위는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 85

2019년 10월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독금법 운영방침(‘운영방침’)｣174)을 개정
하여 디지털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디지털 서비스ㆍ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기업결합심사를 개정할 것을 발표했다. 운영방침 개정안에는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심사의 개념을 명시하고 스타트업과 같이 규모가 작고 데이터ㆍ
특허 등의 중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인수될 경우의 방침 등을 포함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관한 대응방침(‘대응방침’)｣175)을 개
정하여 디지털 플랫포머가 신생기업을 인수하여 데이터 결합을 도모하는 경우
인수에 드는 대가 총액이 크고 국내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인수 회사의 국내 매상고가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176) 공취위에서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운영방침｣ 및 ｢대응방침｣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진행하
고 있으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정법을 공표할 예정이다.

표 2-16. 기업결합심사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문건

주요 개정 내용
1. 관련 시장 획정
- 디지털 서비스의 특징인 다면시장의 경우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 시장)의

｢운영지침｣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획정에 대한 생각을 추가
- 가격이 아닌 품질 등을 수단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거래
분야의 획정에 대한 생각 추가
- 디지털 서비스 등에 관한 기업결합 사안에서 일정 거래 분야의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

174) 「企業結合審査に関する独占禁止法の運用指針」.
175) 「企業結合審査の手続に関する対応方針」.
176) 公正取引委員会(2019),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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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문건

주요 개정 내용
2. 경쟁의 실질적 제한
- 디지털 서비스의 특징(다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전환비용 등)을 감안한 경쟁

｢운영지침｣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분석의 개념을 명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에 대한 생각
- 수직형ㆍ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 최근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디지털 플랫포머 등이 중요한 데이터 등을 보유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의 생각에 대해 명기
- 다수 사업자에 의한 경쟁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대한 생각 명기
(기업결합신고 기준 보완)
- 피인수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결합계획도
인수액이 크고 국내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기업결합 심사를 실시
- 신고가 불필요한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 인수에 따른 대가 총액이 400억

<대응방침>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 1~3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공취위에
결합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
1) 피인수 회사의 사업 거점과 연구개발 거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2) 피인수 회사가 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 피인수 회사의 국내 매출 합계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상담을 하지 않을 시 공취위는 기업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기업결합 십사를 실시하는 취지를 명시)

자료: 公正取引委員会(2019. 10. 4), 「「企業結合審査に関する独占禁止法の運用指針」の改定案及び「企業結合審査の手続
に関する対応方針」の改定案の概要」.

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우월적 지위 남용)
시지남용행위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다른 영역을 규제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우월적 지위남용)는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 교섭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177) 시지남용의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위법
요건이 되는 반면, 거래상 지위남용은 시장 전체의 경쟁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개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즉 공정경쟁저해 여부가 위법요건이 된
다는 차이가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일본을 제외하고 유사한 입법례를
177) 김건식, 원세범(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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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어려운 규제이며, 법률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178)
일본 ｢독금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2조 9항 5조) 조항은 불공정한 경쟁방
법 중 하나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습관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179) 일본
공취위는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등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기
업이 거래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월한 지위에 있
는 플랫폼 기업은 거래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입장으로, 디지털 플랫포머가
출품 거래처에 최저가 출품을 요구하거나 약관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
위 등을 할 경우 이에 속한다고 본다.180)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의 목적은 개별
거래의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대상 기업의 시장점유
율 등 절대적인 요건보다는 거래 당사자 간의 상대적인 지위가 ‘우월적 지위’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때 양면시장인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자라면 간접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유력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보다 많은
거래 기업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181)
또한 공취위는 우월적 지위가 기업 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플랫폼 기업
과 소비자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소
비자로부터 수집한 대량의 개인데이터 분석ㆍ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개인데이터 수집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상품과 서비스
를 제공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취위는 2019년 8월 발표한 가이
178)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시지남용과는 달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효용성과 관련
이 적어 당사자간 민사분쟁해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
황이다. 김건식, 원세범(2018), p. 2.
179) 公正取引委員会(2010), p. 3.
180) 공정취인위원회가 2019년 1~4월 및 10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거래처의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회답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経済産業省(2018), 「取引先事
業者向けアンケート調査」(10月) 및 公正取引委員会(2019),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
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中間報告)」(４月). 출처는 公正取引委員会(2019), 「デジタル・プラット
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 7.
181) 公正取引委員会(2019),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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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플랫포머가 소비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① 소비자에게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
기 사실상 어려운 경우 ③ 해당 플랫포머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품질, 수
량 등 거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소
비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182)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규제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소비자의 개인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는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 검색기록(쿠키정보)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독금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행동 타기팅 광고
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
다.183)184)

표 2-17. 플랫폼 사업가의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구분

내용
- 이용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ex) 어떤 서비스에 사용할지 명시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개인정보의 부당한

설명이 불명확한 상태로 AI 스피커로부터 음성데이터를 수집

수집

- 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ex)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직업 및 성별 등의 정보 수집

182) 個人情報保護委員会(2019),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
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案)」に対する当委員会の考え方につい
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
183) 행동 타기팅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타기팅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やむを得ず) 동의하는 경우, 해당 동의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각주 1)의
자료)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명확한 인식 없이 행동 타기팅 광고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 규정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リ・デザイン(2019), 「プライバシーポリ
シーと独占禁止法規制 -公取委が狙うのは誰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184) 한편 일본 개보위는 2019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관한 대강령에서 쿠키정보 등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도 제3자 제공 시 이를 수신하는 기업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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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계속
구분

내용
-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ex) 취업사이트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에 판매
정보를 무단으로 타기팅 광고에 활용
-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고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

기타

이 외 디지털 플랫포머의 개인정보 등 취득ㆍ이용에 관한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자료: 公正取引委員会(2019. 8. 29); 日本経済新聞(2019. 8. 29), 「公取委、ＩＴ巨人の個人データ利用を規制 指針案」.

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일본은 유럽의 ｢P2B법｣을 참고하여 거대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 중에 있다.185) 가칭 ｢디지털 플랫포머 거래투명화법안
(取引透明化法案)｣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시
장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대형 쇼핑몰 및 앱스토어 플랫폼
에 적절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개별 거래 사업자에 대한
거래 조건 공개, 플랫폼 사업가의 사업 상황 정기적 보고 및 플랫폼 사업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규제와 이를 위반할 시의 행정 조치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
행 중에 있으며,186) 2019년 12월 17일 개최된 디지털 시장경쟁회의에서 ｢거
래투명화법｣을 2020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쟁당국은 전통적인 ｢독금법｣ 분석의 틀에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하
는 방향으로 데이터의 경쟁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EU의 경쟁법안
을 참고하여 데이터 경쟁규범을 만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EU와 비교하여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187)
185) 日本経済新聞(2019. 11. 1), 「取引透明化法案とは プラットフォーマーに開示求める」.
186) 未来投資会議(2019), 「デジタル市場についての論点」, p. 1.
187) 日本経済新聞(2019. 11. 1), 「データ寡占、防止限界も、公取委が巨大ＩＴ報告書、実効性疑問、海外と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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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거래투명화법｣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 이용자에 대한 계약 조건의 공개 의무 및 변경 등의 경우 사전 통지 의무
ㆍ [공시 항목의 예]

a)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 계약 변경 시 사전 통지
- 출품의 거부ㆍ정지의 이유
- 데이터의 이용 범위
-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 행정조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권고ㆍ공표 조치. 시정되지 않는 경우 조치
명령
(절차ㆍ체제 정비)
- 특정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는 행정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ㆍ체제의 정비를 실시
ㆍ [특정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조치]
-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체제 정비(국내 대리인 등의
대응 체제 포함)
-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등의 정비

b) 운영의

- 행정 체제 등의 정비

공정성

- 행정조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행정 조치

확보

(거래상의 부당 행위)
- 상기 외에 법률상 일정한 거래에서 부당 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를 필요성이 높은 유형을 파악하여 검토
ㆍ [부당 행위의 예]
- 경쟁 제품을 거절
- 자사 서비스 등의 이용을 강제
- 자사의 제품을 유리하게 표시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

c)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현황
보고 및
모니터링
ㆍ리뷰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a), b)의 운영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포함한 보고
서를 행정청에 정기적으로 제출
ㆍ [보고서 내용]
- 사업 개요
- 정보 공개 상황
- 운영의 절차ㆍ체제의 정비 상황
- 분쟁 등의 처리 상황 등
- 보고를 받은 행정청은 해당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
이때 행정청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간 상호 이해를 도모

度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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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계속
항목

내용
- 본 법의 규율은 국내외 모두 적용. 이를 위해 현재 해외사업가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국외 적용

독금법의 예 등을 참고하여 국내 대리인의 설치, 공시송달 등 절차 정비도 포함하
는 수단을 검토

자료: デジタル市場競争会議(2019. 12. 7),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取引透明化法案(仮称)の方向性｣.

3) 한국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사업자,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관련 법규
에 대한 논의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를 넘어 경쟁법 정비의 필요성으로 확
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기업이 불러올
수 있는 경쟁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쟁제한 행위 유형에 대한 연
구를 몇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빅데이터 분야 경쟁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조사했다.188)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부분 개정(27회)에 따른 산발적인 법체계를 정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ㆍ시장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바, 이로
인한 신유형 경쟁제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18년 3월 16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
다.189) 이후 총 23차례의 특위 회의, 학계ㆍ정제계 주관 토론회, 각종 실태조
사 등을 거쳐 2018년 11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입법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190)
공취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과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
법 현대화’ 작업으로, 구체적으로는 경쟁법 이슈 중 알고리즘 담합(디지털 카르

188) 공정거래위원회(2018b), 빅데이터 분야 경쟁실태 조사 및 비교연구(12월).
189) 공정거래위원회(2018a),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9월), p. 1.
190) 입법예고(2018. 8. 24) 및 공청회(2019. 9. 28)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
출되었으며,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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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규율, 기업결합 신고기준 보완, 공정거래 연구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알고리즘 담합191)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의(agreement)’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쟁사업자들이 동일한 가격 알고
리즘을 채용한다는 합의가 존재할 경우 현행법의 틀에서 규제할 수 있으나, 합
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알고리즘 자체가 경쟁자 간 가격 차이를 없애는 방식 등
으로 가격결정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합과 비슷하게 경쟁제한효과
가 나타나는 경우 현행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19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행위(담합)에 EU와 같이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개념193)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자 간 ‘합의
(예: 가격인상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담합규제로 적용
하여 규율할 수 있지만,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넓게 규율함으로써
알고리즘 담합도 법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동조적
행위의 경우 EU의 법집행 선례 등이 상당수 축적되어 보다 쉽게 벤치마킹이 가
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개정안을 제안하였다.194)
191) 공정위는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을 담합의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공동개발과 같은 담
합의 ‘대상’으로서의 알고리즘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담합의 ‘수단’
으로서의 알고리즘을 주로 논의한다.
192) 공정거래위원회(2018a), p. 27.
193) EU는 동조적 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concerted practice refers to a form of coor
dination between undertakings which, without having been taken to the stage where an
agreement properly so-called has been concluded, knowingly substitutes for the risks of
competition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them ...the criteria of coordination and co
operation must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the concept inherent in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relating to competition that each economic operator must determine indepe
ndently the policy which he intends to adopt on the Common Market. ECJ, 31 March 19
93, joined cased C-89/85, C-104/85, C-114/85, Ahlström Osakeyhti v Commission, §63.
EU 경쟁법상 동조적 행위는 합의에 도달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고 의식적으로(knowingly) 경쟁
의 부담을, 시장의 정상적인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쟁 조건을 야기하는 실질적인 협력(practicalco
operation)으로 대체하는 사업자들 간의 조정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2
006), 합의의 입증과 추정에 필요한 증거수준 분석 등 국내외 카르텔사건 심결례, 판례 종합분석,
p. 10.
19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초 기업의 직접적인 합의 없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담합하는 알고리즘 담
합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일부로서 추진하였으나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이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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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개편이 제안되었다. 기업결합에서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경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현행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규모가
적더라도 기업결합 이후 시장에 경쟁제한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
합이 제외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가액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여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현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경쟁 형태가 나
타남에 따라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표 2-1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디지털 카르텔 관련 내용
이슈

논의 내용

논의 결과

동일한 가격 알고리즘 채용에 대한 ‘합의’는
알고리즘
담합

없지만, 알고리즘이 경쟁자 간 가격 차이를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
없애려는 방식 등으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 을 도입할 경우 알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어 있어 사실상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나는 경 있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우 현행법상 규율이 어려운 문제 발생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현행 기준에 미

기업결합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금액 및 국내시
신고제도 경우 매출액/자산총액의 규모가 작으면 신고 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개편

대상에서 제외됨

를 부과
*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공정위에서 시행령
개정 시 결정

연구기능
강화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새로
운 경쟁양태가 나타남에 따라 경제 분석 역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
량 강화 필요성 증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8a), pp. 27~29.

로 공정거래법 최종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알고리즘 담합을 포섭할 수 있게끔 정보교환행
위에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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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공
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나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 일부 논란이 되는 부
분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
법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
으나, 2019년에 개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195)196)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데이터는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197)
네트워크 확산으로 인해 다른 생산요소보다 더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나라마다 데이터 산업 발전정도와 프라이버시 등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상이한 데이터 관련 법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은 데이터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클라우드를 이용한 사진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 국내
회사는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가 목적 외 처리
에 해당하여 이미 수집한 정보지만 다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해서 모든 이
용자에게 일일이 동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비스를 단념하였으나, 구
195) 「‘지배구조 규제’ 상법ㆍ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올해 물 건너가나」(2019. 10. 2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9. 11. 24).
196) 한편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
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22일 플랫폼 사업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사업자)의 면책범위 제한 등을 통해 사업가의 법적 책임을 일부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그러나 그 규제 정도가 강하지 않으며,
본 개정안은 ‘중개자임을 고지하기만 하면 면책되는 구조로 인해 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예방ㆍ
구제와 관련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p. 2)’를 시정하기 위해 제안된 소
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B2B2C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EU의 ｢P2B법｣이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시장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거래투명화법｣과는 그 궤도
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2), p. 6에서 10명 중 9명의 비즈니스 리더가 데이터가 토지, 노
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본질적인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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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애플 등 미국 업체는 포괄적인 약관으로 이미 국내 이용자에게 사진 자동
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198) 또한 GDPR
에 따라 유럽 시민의 정보가 해외의 서버로 이전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중소 게임업체나 스타트업의 경우 유럽 당국의 승인을 받는 시간과 관련
제반 비용이 부담되어 유럽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사례199)도 있는 등 상이한
국내법간의 조화를 위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실질적 보호’를 위해 상이한 법제 조화 및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한 양자적, 지역적, 다자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글로벌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데이터에 대한 상이한 법적 접근을 조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
털무역 챕터에서 다루고 있다. 관련한 최근 논의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
2017년 12월 13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11차 각료회의에서 세계무
역의 77%를 차지하는 71개국은 WTO에서 전자상거래 작업을 진전할 목표
(the goal of advancing electronic commerce work in the WTO)를 공
유하고 향후 WTO 협상을 위한 사전 작업(exploratory work)을 개시할 것을
밝히는 공동선언200)에 서명하였다.201) 2019년 1월 25일 다보스 포럼에서 우
198) 「애플ㆍ구글은 하는데… “韓 기업, 규제 탓에 사진 분류 서비스 포기”」(2019. 9. 27),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19. 12. 1).
199) Ibid.
200) WTO(2017), WT/MIN(17)/60.
201) WTO 각료회의 홈페이지(2017.12.13), “New Initiatives on Electronic Commerce, Investment
Facilitation and MS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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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및 미국, EU, 중국, 일본 등 76개국202)은 현존하는 ‘WTO 협정 및 프
레임워크에 기초하여(existing WTO agreements and frameworks)’ WTO
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을 개시할 의도를 표명한 공동선언203)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돌입하였는데 2019년
10월 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정보 이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
미 있는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204) 지금까
지 중국, 미국, 일본, EU,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한국, 캐나다, 브라
질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표명하였다.205) 미국, 중국(2차 제안서), 일
본 등 제안서가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최근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하
여 정리된 보고서206)를 중심으로 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이
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의 내용을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개인정보보호법
대부분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개인이 어떻게 개인정보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기
업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메커니즘
개발 등 협력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정의 필
요성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제한할 경우 제시된 위험에 비추
202) 2019년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베냉이 참가의사를 밝혀 2019년 10월 현재 77개국이 참여 중이다.
WTO(2019), INF/ECOM/18.
203) WTO(2019), WT/L/1056.
204)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가…내년 6월 성과 도출 목표」(2019. 10.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
9. 12. 1).
205) 각국 제안서: 중국 (INF/ECOM/19; INF/ECOM/32), 미국 (INF/ECOM/23), 뉴질랜드 (INF/EC
OM/21), 일본 (INF/ECOM/20), EU (INF/ECOM/22), 대만 (INF/ECOM/24), 홍콩 (INF/ECO
M/26), 싱가포르 (INF/ECOM/25), 우크라이나 (INF/ECOM/28), 한국 (INF/ECOM/31), 캐나
다 (INF/ECOM/29; INF/ECOM/30), 브라질(INF/ECOM/27).
206) Garcia-Israel and Grollier(2019), “Electronic Commerce Joint Statement: Issues in the
Negotiations Ph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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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필요성 및 비례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2-2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주요국의 입장
국가

중국

브라질

홍콩

어떻게 바로잡고

사용자의 개인정

기업이 어떻게 준

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데이터 프라이버
이용하여 보호되 시는 국제협력을

관련
내용

요구한다.

회원국은 개인이 회원국은 개인정
어떻게 바로 잡는 보 보호를 위한
것을 추구하고 기 프레임워크를 형
업이 어떻게 요건 성하고 그에 대한
을 준수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지를 포함하여 개 한다.

회원국은 개인정 수할 수 있는지에
보 보호를 위한 법 대한 내용을 포함 회원국은 개인이
적 프레임워크를 하여 전자상거래 어떻게 바로 잡고
만들어야 한다.

로 잡고 기업이 적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는지를 포
어떻게 준수할 수 제공하여야 한다. 함한 개인정보 보
있는지에 대한 정 회원국은 개인정 호에 대한 정보를
보가 공개되어야 보 보호와 관련한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회원국의 법
적 프레임워크가

한 정보를 공개하

다름을 인정하여

여야 한다.
일본

사용자의 개인정 기업이 어떻게 가

개인이 어떻게 바 보 보호를 위한 법 이드라인을 준수

한다.

인 정보 보호에 대

국가

한국

회원국은 개인 이

전자상거래에서

어야 한다.

싱가포르

야 한다.
EU

미국

우크라이나

회원국은 개인 프라

회원국은 개인정보보호

이버시 보호 조치 정

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

보를 구체화는 자체

여야 한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개인이 바로잡을 방법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

야 한다. 개인이 바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 과 기업이 법적 규정을 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관련
내용

로잡을 방법과 기업 호 및 프라이버시는 기 준수할 방법에 대한 정 를 만들어야한다. 회
의 법적 규정의 준수 본적인 권리임을 인정 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원국은 관할권간 협력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하고 관련 보호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인 을 증진할 수 있는 호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의 국경간 이전에 환가능한

메커니즘을

회원국은 프라이버시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 개발하여야 한다.

보호 프레임워크가 호

우에 한하여, 제시된 위

환되는지 확인하기 위

험에 비례하여 취해져

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야 한다.

자료: Garcia-Israel and Grollier(2019), “Electronic Commerce Joint Statement: Issues in the Negotiations
Ph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1), Table. 1, Table. 2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번역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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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간 데이터 이전
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제에 포함하는 것에
회의적이나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국경간 데이터 이전
에 대해 허용 또는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
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싱
가포르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한 경우인지를 그 예외사유로 하는 데 반해 일
본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한인지를, 미국은 정당한 공공정
책 목적을 위해서이며 무역에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을 제안하고 있어 제한의
허용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2-21.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주요국의 입장
국가

중국

싱가포르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적 수단을

관련
내용

의제로
포함하는
데 부정적

통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한 경우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
상업적 목적일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국경간 전자적
정보의 이전은 열려야
한다.

미국
국경간 전자적 정보
이전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며 무역에 위장된
제한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료: Garcia-Israel and Grollier(2019), “Electronic Commerce Joint Statement: Issues in the Negotiations
Ph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1), Table. 1, Table. 2의 내용을 기초로 스펙트럼에 따라 저자 번역ㆍ정리.

3) 컴퓨팅 설비의 위치
중국은 각국 간 견해차가 있으며 토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동 내용의
협상 포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207)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일본, 한
국 등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컴퓨팅 설
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U 및 미국은 이러

207) WTO(2019), INF/E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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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금융서비스의 컴퓨팅 설비 위치에 대
한 요구 금지 내용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2-22. 컴퓨팅 설비 관련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주요국의 입장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일본

한국

EU

미국

회원국은 그

당사국도

어떠한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위한 경우가
관련
내용

의제로

아닌 한

포함하

회원국의

는데

영토에 컴퓨팅

부정적

설비 위치에
대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영토 내에

사업 영위의

정당한 공공

회원국도

컴퓨팅

조건으로

정책에

정당한

설비에서

대상인이

합치하는

공공정책

데이터가

컴퓨팅

경우를

목적에

처리될 것을

설비를

제외하고,

합치하는

회원국은 그

경우를

영토 내에 사업

제외하고

영위를 위한

회원국의

조건으로

개인에게 그

당사국 내

회원국 영토

컴퓨팅 설비의 내의 컴퓨팅
사용 또는

설비를 사용

위치를

또는 위치할

요구하여서는

것을

안 된다.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닌 한 사업
영위의
조건으로
대상인이
컴퓨팅 설비를
당사국 영토
내에 사용 또는
위치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요구하여서는 당사국 영토
안 된다.

내에 사용

데이터

또는

현지화를

위치하는

요구하여서는

것을

안 되며 다른 요구해서는
회원국의

안 된다.

영토에서

금융서비스

데이터가 저장

컴퓨팅

또는 처리되는

설비의

것을

위치에

금지하여서는

대해서도

안 된다.

요구하여서
안 된다.

자료: Garcia-Israel and Grollier(2019), “Electronic Commerce Joint Statement: Issues in the Negotiations
Ph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1), Table. 1, Table. 2의 내용을 기초로 스펙트럼에 따라 저자 번역ㆍ정리.

4) 소결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여 이를 조율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국의 규범에 비추어 동일한 또는 적절한 보호 수준
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은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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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출 수 있는바 감독이나 단속이 어려운 외국기업에 의한 피해는 방지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에서 동의에 기초한 국경간 이전을 통해 보호 수준이 낮은 외국의 서버로 이동
하여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보호를 하면서 데이터 이전이 될 수 있
도록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에 대한 심사, 데이터 국경간 이전
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국경간 데이
터 이전에 대한 중견국으로서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
마련 및 데이터 이전 및 컴퓨팅 설비 위치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여
적절한 예외를 수용하면서 각국의 상이한 데이터 관련 법의 조화가 추구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나. FTA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규범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과 관련한 규범들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면
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
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
국이 체결한 한미 FTA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 공공데이터
에 관한 규범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208) TPP 제14장 전자상거래 챕터209)를
통해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층 진화하면서 데이터 관련 규범이 상당 부분 포함
되었다. TPP 제14장 전자상거래 챕터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USMCA 제
19장 디지털무역 챕터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의 관련 규범을 통해 주요 논의
를 살펴보기로 한다.
208)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9월 24일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였고,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전자상거래 챕터는 개정되지 않았다. 한ㆍ미 FTA 개정협상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18. 9. 3),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
견 접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2) 참고.
209) 2018년 12월 31일 발효된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는 TPP 전자상거래 챕터에 대한 동결규정 없
이 포함되어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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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한미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TPP, USMC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 포함되었다. TPP 제14.8조, USMCA 제19.8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5조 모두 각 당사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
호 법적 체계를 채택 또는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가 침
해받은 경우 개인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구제),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해야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위 협정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국이 법적 접
근이 다를 수 있는바, 다른 체제 사이에 호환성(compatibility, 미ㆍ일에서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USMCA 제19.8조 제3항 후문 및 미ㆍ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5조
제4항은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제한할 경우 제시된 위험에 비추어 필요성 및 비례
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SMCA 제19.8조 제2항은 관련 법적 체계의 개발에 있어 ｢APEC 프라이버
시 프레임워크｣ 및 ｢OCED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 정보의 국경간 이전에 관
한 위원회의 권고사항(2013)’｣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USMCA 제19.8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수집 제한의 원칙, 데이터 품질의 원칙, 목적 구체
화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책임
의 원칙 등을 규정하여 OECD 프라이버시 원칙210)과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
210) ①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데이터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정보주체가 알고 정보주체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사용할 목적과 관련
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사용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③ 목적구체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
적은 데이터 수집 시점 이전에 구체화되어야 하며 후속 사용은 그러한 목적 또는 그러한 목적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경우로 제한되며 목적의 변경 시마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④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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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USMCA 제19.8조 제6항은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범 체계(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을 넘
는 정보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유효한(vaild) 메커니즘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상이성 극복을 위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메커니
즘의 적용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범(CBPR: Cross Border
Privacy Regulation)에의 참여국으로, 상대국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한다
고 인정할 경우 데이터를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9
년 11월 26일 현재 APEC CBPR 참여국은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싱가포
르, 한국, 호주, 대만, 8개국임).211)
표 2-2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자유무역협정 비교

한미
FTA

TPP 제14.8조

USMCA 제19.8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5조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tection

Protection

1.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이용 1.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이용
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얻는

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얻는

규정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이것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이것

없음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이 디지털 무역에 있어 소비자

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하는 바를 인정한다.

하는 바를 인정한다.

-

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의 권위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 지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이용가능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개인정보는 데이터 손실이나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안보호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⑥ 개방의 원칙(Openness Principle): 개인
정보에 관한 개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개방의 일반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
체 및 주요 거주지와 함께 개인정보의 존재 및 특성, 이용의 주된 목적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자신 관련 개인정보를 데이
터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해 합리적 시간 내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태도 및 쉽게 이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요청
을 거부할 경우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는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정
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성공적 해결 시 정보를 삭제, 수정(rectified), 완료 또는 수정(amende
d)한다 ⑧ 책임성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개인정보처리자는 상기 원칙을 실행하는 조치
를 준수하는 데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 OECD(2013), pp. 14-15.
211) CBPRs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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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계속

한미
FTA

TPP 제14.8조

USMCA 제19.8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5조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tection

Protection

2.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전자상 2.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디지털 1.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이용
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무역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

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

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거나 유지

택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에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 있어 각 당사국은 ｢APEC
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OCED ‘프라이버시 보호 및
다(should- 약한 의무).
개인 정보의 국경간 이전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2013)’｣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한다
규정
없음

(should- 약한 의무).
3. 당사자들은 제2항과 관련하여
수집 제한의 원칙, 선택
(choice), 데이터 품질의 원칙,
목적 구체화의 원칙, 이용 제한
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cy),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이 주요 원칙으로 포함한
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4. 당사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의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 및 개인정보의 국경간

중요성 및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의 제한이 제시된 위험에

이전의 제한이 제시된 위험에

필요하고 비례하도록 보장하는

필요하고 비례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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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계속

한미
FTA

TPP 제14.8조

USMCA 제19.8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5조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tection

Protection

3. 각 당사국은 관할 내에 발생하 4. 각 당사국은 관할 내에 발생하
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부

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부

터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보호

터 디지털 무역 이용자를 보호

하는 데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

하는 데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5. 각 당사국은 디지털무역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에 다음을 포함하여

정보에 다음을 포함하여

공개한다.

공개한다.

(a) 어떻게 개인이 바로잡는

(a) 어떻게 개인이 바로잡는

것(redress)을 추구할

것(redress)을 추구할

수 있는지 및

수 있는지 및

(b) 기업(business)은

(b) 기업(enterprise)은

규정

어떻게 법적 요건을

어떻게 법적 요건을

없음

준수할 수 있는지

준수할 수 있는지

2. 각 당사국은 디지털무역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에
다음을 포함하여 공개한다.
(a) 어떻게 개인이 바로잡는
것(redress)을 추구할 수
있는지 및
(b) 기업(enterprise)은
어떻게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5. 당사국들은 개인정보보호에 6. 당사국들은 개인정보보호에 3. 당사국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접근법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접근법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접근법을

을 취할 수 있다(may take)

을 취할 수 있다(may take)

취할 수 있다(may take)는 것

는 것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

는 것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

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은 이러

은 이러한 다른 체제 사이에

은 이러한 다른 체제 사이에

한 다른 체제 사이에 상호운용

호환성(compatibility)을 촉

호환성(compatibility)을 촉

성(interoperability)을 촉진

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장

장려해야 한다.

장려해야 한다.

려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자율적으
로 합의하든, 상호간의 합의든,
더 넓은 국제적 틀에 의해서든
규제 결과의 인식(recognition
of regulatory outcomes)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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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계속

한미
FTA

TPP 제14.8조

USMCA 제19.8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5조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tection

Protection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관할구역 당사국은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
보를 교환하고 이들 또는 그들 고 이들 또는 그들 사이의 호환성
사이의 호환성을 촉진하기 위해 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또는 다른
규정
없음

이들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는 방법을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모색해야 한다.
당사국은 APEC 국경간 프라이
버시 규범 체계가 개인정보보호
를 하면서 국경간 정보 이전을
촉진하는 데 유효한 메커니즘임
을 인정한다.

자료: 한미 FTA; TPP 제14.8조; USMCA 제19.8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5조를 참고하여 저자 번역ㆍ정리.

2) 국경간 데이터 이전212)
한미 FTA 제15.8조 (국경간 정보 흐름)에서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
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전을 위해 ‘노
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미
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1조 모두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상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것(TPP)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USMCA, 미일 디지
털 무역협정)을 강행의무로 규정하여,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강조하
고 있다. 최근의 세 협정은 공통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을 위한 예
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면서도 ①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212)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규엽 외(2018), pp. 67~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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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주요 자유무역협정 비교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한미 FTA
제15.8조

제11조
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
적 전송에 의한 정보 이전
과 관련하여 자국의(its

-

-

own)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대상인의 사업 1. 어떠한 당사국도 만약 대상 1. 어떠한 당사국도 만약 대상
의 행위를 위한 활동일 때,

인의 사업의 행위를 위한 활

인의 사업의 행위를 위한

무역을 원활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

동일 경우, 전자적 수단에

활동일 경우, 전자적 수단

함에 있어 정보

정보를 포함한 국경간 정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

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 자유로운 흐

보의 이전을 허용하여야

경간 정보 이전을 금지하거

국경간 정보 이전을 금지하

름의 중요성을

한다(shall).

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shall).

(shall).

인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2. 이 조항은 당사국이 정당한 2. 이 조항은 당사국이 정당한
요성을 인정하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
면서, 양 당사국
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해 필요한 제1항과 불합
기 위해 필요한 제1항과
은 국경간 전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
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
정보 흐름에 불
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
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필요한 장벽을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을 수 없지만

지만

부과하거나 유

(a)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a)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a)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

지하는 것을 자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제하도록 노력

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

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

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

한다.

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

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아야 한다.
그리고

아야 한다.
그리고

한다.
그리고

(b)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

(b)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

(b)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

구되는 수준보다 정보

구되는 수준보다 정보

되는 수준보다 정보의 이

의 이전을 더 제한하여

의 이전을 더 제한하여

전을 더 제한하여서는 안

서는 안 된다.

서는 안 된다.

된다.

자료: 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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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과
②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213)
또한 USMCA와 미ㆍ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necessary)’ 조치인지 요건도 추가하여 필요성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도와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국제논의 동향의 상충
가능성을 CPTPP 전자상거래 챕터를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우리나라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법제도 대부분은 제14.11조 제3항의 정당화 규정 또는 적용 범
위 배제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214)

표 2-25. 우리나라 데이터 이전 관련 규범과 정당화 근거

구분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3항

내용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정당화 근거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해외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이전이 가능

따른 이전 제한(제14.11조)

｢정보통신망법｣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제63조 제2항

국외에 제공 가능

따른 이전 제한(제14.11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따른 이전 제한(제14.11조)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제63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유통(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상호주의)

대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상응하여 제한 가능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

213) 한미 FTA, TPP, USMCA를 중심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입장에 대
해서는 이규엽 외(2018), pp. 67~70, pp. 84~87 참고.
214)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63조의2(상호주의)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문제
의 소지가 있다. CPTPP 제14.11조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따른 이전의 경우 정당화할 수는 있으
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방식
으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에 상응하여 제한하는 조치는 필연적으로 일국의 국외 이전
제한 수준을 판단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자의적인 조치 또
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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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계속

구분

지도정보

금융정보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관련 규정

내용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

전자상거래 챕터의 적용을
받지 않음(제14.2조 제3항).

정당화 근거

제21조

국외로 반출 금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정보처리를 위탁 시

금융서비스는 ‘covered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

person’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고시)｣ 제5조 제1항

국외로 이전 금지

적용되지 않음(제14.1조).

자료: 이종석(2019), p. 73을 일부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 개인정보를 국경간 이전하여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집 시 또는 이용목적이 변
경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업무 중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나 다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동
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데이터 국경간 이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215) 또한 사실상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유일한 방법이 정보주체
의 동의여서 현재 기업은 수집 초기에 필요 이상으로 예측하여 많은 부분에 동
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
질적으로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데이터가 이전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정
보주체의 동의에 일임하기보다는 EU GDPR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보호 수준
이 보장되는 국가ㆍ기업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함직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2항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할 수 있음
을 규정하면서도 제39조의13(상호주의)에서는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
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215) 고학수 외(2016),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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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
는 국가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으로, 앞으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에 데이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컴퓨팅 설비의 위치216)
TPP에서 무역협정상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자국 내 컴퓨팅 설비를 이용 또
는 위치하도록 요구(현지화/지역화 localization)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
을 포함하였으며,217) USMC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TPP
에는 포함된 정당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218)

표 2-26. 컴퓨팅 설비 위치 관련 TPP, USMC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의 비교

한미 FTA

TPP 제14.13조

USMCA 제19.12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2조

Location of Computing

Location of Computing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Facilities

Facilities

-

-

1.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컴퓨팅
설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
없음

통신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자국의(its own)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216) 컴퓨팅 설비 위치에 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규엽 외(2018), pp. 79~84 참고.
217) Hansen(2015. 11. 13), “The TPP’s Electronic Commerce Chap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
19. 11. 20).
218) 한미 FTA, TPP, USMCA을 중심으로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에 관한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입장에 대
해서는 이규엽 외(2018), pp. 79-8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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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계속

한미 FTA

TPP 제14.13조

USMCA 제19.12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2조

Location of Computing

Location of Computing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Facilities

2. 어떠한 당사국도 대상인이

어떠한 당사국도 대상인이

Facilities
1. 어떠한 당사국도 대상인이

당사국 영토에 있는 컴퓨팅 당사국 영토에 있는 컴퓨팅

당사국 영토에 있는 컴퓨팅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치할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치 할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치할 것을

것을 그 영토에서 사업을 하는 그 영토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그 영토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규정
없음

막을 수 없지만
(a)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거나 무역에 대한

-

-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b) 목적을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의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조항은 제13조에 의해
다루어지는 대상 금융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한미 FTA; TPP 제14.13조; USMCA 제19.12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12조를 참고하여 저자 번역ㆍ정리.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컴퓨팅 설비 현지화
관련 규범과 CPTPP 규정의 합치성을 살펴본 결과, 적용배제되는 범위에 속하
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TPP에서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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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Party)는 제14.1조의 대상인(covered person)에 포함되지 않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19)

표 2-27. 우리나라 컴퓨팅 설비 현지화 관련 규범과 정당화 근거

구분

관련 규정

내용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정당화 근거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정보

Measures)로 개방을 유보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분야는 전자상거래 챕터

장비에 관한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국내로 한정

별표

적용 배제(제14.2조 제6항)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서비스 개방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또는
금융정보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
회 고시)｣ 제14조의2 제8항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처리시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금융서비스는 ‘covered
person’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적용되지
않음(제14.1조).

국내에 설치
공공기관용
공공정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별표

클라우드 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챕터의 적용을

4, 14.2.1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

받지 않음(제14.2조 제3항).

국내로 한정
자료: 이종석(2019), p. 73을 일부 참고하여 저자 정리.

다. 데이터 이전 관련 양자간 합의
EU GDPR는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외국으로 전송하려면 적정한 보
호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
니면 금지되며, 국경간 데이터 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① 대상국이 적정성 결정

219) USMCA 및 미ㆍ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업체의 컴퓨팅 시설 위치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SMCA 제17.18조; 미일디지털무역협정 제13조.

112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adequacy decision)을 받은 경우 ② 이전하려는 기업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갖춘 경우(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조항, 승인된 행동 규약,
승인된 인증 메커니즘 등) ③ 기타의 경우로 제한한다.220) 이 중 적정성 결정은
EU GDPR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사유로, 적정성 결정
을 받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은 EU GDPR 규제 대상인 개인정보를 별도의 허가
없이 EU에서 해당 국가로 전송할 수 있다.221) 미국은 2016년 7월 12일에 프
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채택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
하여 2019년 10월 현재 5,000개가 넘는 기업이 미국-EU 간 프라이버시 쉴드
를 통해 국경간 정보 이전을 하고 있다.222)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2019년 1월 23
일 GDPR 적정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223) 한국은 2015년부터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2016년 10월 EU 집행위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정책집행, 감독권, 개인정보 침해구제 등의 권한을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하다
고 평가하며 적정성 불가를 통보한 바 있으며, 2017년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에 적정성 평가 협상을 일임하여 ｢정보통신망법｣으로 평가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되었다.224)
국회에 2018년 11월 15일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행정

220) EU의 데이터 이전 관련 보호 규범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규엽 외(2018), pp. 70~74 참고.
221) 이규엽 외(2018), p. 71.
222)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United States(2019. 10. 23), “EU-U.S. Privacy
Shield: Third Review Welcomes Progress While Identifying Steps for Improvement,”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5).
223) European Commission(2019. 1. 23), “European 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
on Japan, Creating the World’s Largest Area of Safe Data Flo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
9. 1. 25).
224) 이정은(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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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여 규
제ㆍ감독 권한을 통합하게 되면, EU GDPR 적정성 심사 통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EU 집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집행, 감독권,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의 권한 부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평
가하며 적정성 불가를 내린 바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
되면 적정성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EU 등
지에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은 개별적으로 EU 집행위가 승인하는 보호조치인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이나 EU 집행위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EU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개별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EU 밖으로 정
보이전이 가능하여 EU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적정
성 심사 통과를 위한 노력을 통해 데이터 이전 및 활용이 더욱 편한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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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이른바 초지능, 초연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최적화된 판단을 내리고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제어함
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이른바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와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경
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세 또한 폭
발적이다.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발
명가의 발명 및 혁신 의지를 장려하기 때문에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와 관련된
아이디어의 기술화, 제품의 구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제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림 3-1.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건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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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5개국의 출원 건수 합계.
자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9), p. 2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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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발명이나 창작을 기계가 수행하게 되면서 기계가 창출해낸 발명품이나 창작물
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문제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
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발명과 창작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발자의 의도와 조작에 따라 결과물을 내놓는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머신러닝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주어진 과업 달성을 위해 스스로
최적의 해결법을 찾아내는 단계로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고도의 학습능
력을 갖춘 구글의 Deep Dream이나 소니의 Flow Machines의 경우, 이미지
분석을 한 뒤 이를 변형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한다거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그에 맞는 분위기의 곡을 작곡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창작 및 발
명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간단한 작문을 하거나, 소
프트웨어 코딩이나 신약 개발 과정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창
작활동의 자율성과 결과물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는 창조적인 지적 활동의 수행 주체는 오직 인간이라는 전제를 토대
로 형성되어 있어 현행법의 틀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바라봐
야 할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시켜
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는 어렵다.
“우리는 인공지능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경제 사회적 발
전은 물론 국가안보 나아가 우리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기회
다”라고 현재의 기술혁명을 바라보며225)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이 아니다. 주요국은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성장 관련 기
술을 보다 확실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시에 최
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도 대
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
산권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의 법제도를 비교
225) 중국 국무원(201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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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선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가. 인공지능의 정의 및 산업 현황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그의
1950년 논문 ‘컴퓨팅 기계와 지능’에서 처음으로 그 개념을 도입하였고226) 미
국의 컴퓨터 공학자 존 매카시가 1956년 다트머스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AI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이미지 인식이나 의료 진단 등 현실세계 문제에 적용하는 데 집중되며 발
전의 속도가 더디었다. 2010년경부터 AI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데 이러한 발전은 빅데이터, 향상된 컴퓨터의 성능,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기인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와는 질
적으로 다른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집적되어 머신러닝의 학습 효과를 대폭
증가시키는 원재료가 되었고, 향상된 컴퓨터의 성능은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
즘이 구동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다.
AI를 간단하게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AI를 흔히 지능이 필요하다고 간
주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라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 반
면, 실제 환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AI의 경

226) 튜링은 논문에서 ‘기계가 사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튜링 테스트’라 불리는 실험을 제
안한다. 튜링 테스트란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사람과 컴퓨터가 대답한 뒤 질문자는
두 대답 중 어느 것이 사람의 답인지 맞히는 실험이다. 튜링은 50년 뒤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질문자가
컴퓨터의 대답을 가려낼 확률이 70%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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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명확하지 않고 변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인지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
해능력 등 정보처리와 관련한 인간의 활동을 기계로 구현하는 것에 있다.

그림 3-2. 인공지능 기술의 Hyp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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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artner(2019), “Top Trends on the Gartner Hype Cyc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2).

Gartner의 Hype Cycle로 AI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살펴보면, 음성인식 등
의 기술은 이미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은 아직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 이내로 상당수의 AI 기술들이 시장에 보급
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 조
사 기관 Tractica에 따르면 AI 관련 시장의 크기는 2016년 6억 4,000만 달러
에서 2025년에는 36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공지능 관
련 스마트머신 시장, 영상처리 시장, 음성인식 시장, 예측분석 소프트웨어시장
이 모두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
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
한 각국의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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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공지능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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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ctica(2016), “Artificial Intelligence Revenue to Reach $36.8 Billion Worldwide by 2025,”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7. 29).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효과는 제조업, 금융, 의료 등의 산업부문뿐 아니라 사
회문화부문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은 이미 자율주행차, 지능
형 로봇, DNA 분석, 의료 진단 분야 등으로 응용되어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
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기술혁신은 산업구조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와 관련 법규와 정책, 사회규범 및 경제제도 등에
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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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및 알고리즘

자료: 대한민국정부(2017), p. 35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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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 6,000억 원에서 2020년 11
조 1,000억 원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기술 수준은 다양한 인공
지능 관련 분야에서 상용화에 성공할 정도로 성숙한 데 비해, 국내 기업의 인공
지능 기술 수준은 이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영역이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빅
데이터의 확보에 있어 주요국과 이미 확보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
술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면 추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는 강점인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선도
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주요국의 AI 관련 특허출원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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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9), p. 27.

AI 관련 특허 출원 현황과 관련하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9)에
따르면, AI 관련 특허 출원 주요 5개국의 특허 출원 추이를 조사한 결과, 미국
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32%, 일본이 15%, 한국이 11%, 유럽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 121

이 7%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227) 특히 중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특허 출
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미국을 앞지르며 점점 격차
를 벌이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는 언어이해 기술과 시각이해 관련 특허가 꾸준
히 출원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학습 및 추론 기술의 특허 출원 수가 급
증하며 최근의 딥러닝 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 AI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1) AI 알고리즘의 특허적격성
AI 알고리즘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기계 언어로 구성된 명령
어들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어문저작물과 유사성이 있어 일반적
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왔으나, 최근에는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권리의 취득이 용이한 반면, 소스
코드와 같은 표현만을 보호할 뿐 구조나 배열, 기능 등은 보호범위에서 배제되
는 한계가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구성된 단순한 어문저작물이라기
보다는 이를 통해 하드웨어를 작동시켜 산업적인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상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특허로 보호하려는 움
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AI 알고리즘의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228)의 하위 발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허권을 통한 컴퓨터
관련 발명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
보호대상인가를 따져 묻는 발명의 성립성,229) 또는 특허적격성의 문제이다. 특
227)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9), p. 27.
228)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발명의 실시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청
홈페이지, ｢컴퓨터관련 발명｣(검색일: 2019. 9. 14).
229) 우리나라의 ‘발명의 성립성’에 해당하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특허적격성(patent eligibility)’, 일본
에서는 ‘발명해당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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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격성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이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특허적격성에 관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을 개정하며 AI 또는 그와 관련한 기술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을 한 미국과 유럽
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한다.

가)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새롭고, 유용한 방
법, 기계, 제조물이나 합성물, 또는 새롭고 유용한 발견’으로 규정한다.230) 단
지 특허 대상의 범위를 ‘방법, 기계, 제조물이나 합성물’로 규정하고 발명의 정
의를 법적으로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적 목적상 발명을 장려하고자
특허제도를 넓고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운용하려 함이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상 자연법칙이나 자연
현상, 그리고 추상적 아이디어는 사법적 제외(judicial exception)로서 특허
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31) 미국연방대법원은 위의 열거된 것들은 과학 및
기술의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들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저
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32)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에
기반한 새롭고 유용한 ‘응용’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추상적 아이디
어 등을 적용하여 실세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물건은 특허를 받을 수
가 있다. 따라서 특허적격성의 요건은 청구항233)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
적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포괄하는지, 이들에 관한 실제적인 응용인지 여부를

230) 35 U.S.C. § 101(“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
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
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
s of this title.”).
231) Diamond v. Chakrabarty, 100 S. Ct. at 2208; Diamond v. Diehr, 450 U.S. at 185 참고.
232) Menell, Lemley, and Merges(2019), p. 286.
233) 청구항이란 특허출원서에서 청구범위에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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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것이 된다.
미국은 1998년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이하 SSB)에서 ‘유용성,
구체성, 유형성(UCT: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이라는 느슨
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34)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프트웨어 발명과 비
즈니스 모델 발명에 과도하게 특허를 부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특허적격
성의 기준이 이전에 비해 엄격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이하
Alice)이다.235) Alice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으며, 창의적 개념(inventive concept)을 판단할 때도 추상적 아이
디어에 대해 일반적인 컴퓨터 실행을 요구하며 적용하였다고 기술하는 것은 창
의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다
만 컴퓨터 자체의 기능 향상이나 다른 특정 기술 혹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경
우에는 청구항의 발명이 창의적 개념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수 있음을 암시하였
다.236)
Alice 판결을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 등을 청구하는 것과 그에 대한 응용을
청구하는 것을 구분하는 이른바 미국 특허청(USPTO)의 Alice/Mayo 2단계
테스트가 확립되었다. 테스트의 1단계에서는 청구항의 발명이 방법, 기계, 제
조물, 합성물 중 하나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과하면 2A단계에서 청구항의 발
명이 사법적 제외에 해당(directed to)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청구항의 발명
이 사법적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항의 발명은 특허적격성을 갖추었다
고 간주되어 유용성, 신규성, 비자명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후 특허를 부여한다.
청구항의 발명이 사법적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2B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234)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at 1373.
235)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 at 2355.
236)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at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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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부가된 요소들이 청구항의 발명을 사법적 제외의 응용으로 만들기
에 충분한가를 판단한다.237) 즉 2A단계에서는 청구항의 발명의 목적이 무엇인
지를 분명히 한 뒤, 그 목적의 추상성을 따진다. 그리고 2B단계에서는 청구항
의 발명 내 창의적 개념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추상적 아이디어 이상에 이르
기에 충분한지를 살펴본다.238)

표 3-1. Alice 판결 전후 ｢특허법｣ 제101조 관련 피소 특허 수와 판결 내용
(단위: 건, %)

Alice 판결 이전(2009~14년)
구분

무효화
청구건

비무효화
청구건

총계

Alice 판결 이후(2014~19년)

무효화
비율

무효화
청구건

비무효화
청구건

총계

무효화
비율

판결

45

56

101

44.6

521

317

838

62.2

특허

77

111

188

41.0

781

646

1,355

57.6

자료: IPWatchdog(2019), “Alice: Benevolent Despot or Tyrant? Analyzing Five Years of Case Law Since
Alice v. CLS Bank: Part 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3)에서 재인용.

Alice 판결를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발명은 특허
에서 배제되었고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및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기준
으로 상당수의 컴퓨터 관련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이 2014년
Alice 판결에서 청구항의 특허를 무효화한 이후, CAFC와 연방지방법원에서
는 소프트웨어와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 동안 CAFC와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특허적
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특허 838개 중 62.0%인 521개를 무효화하였다.
이는 Alice 판결이 있기 전 5년 동안 내린 특허 무효화 결정건수 45개에 비해
1,056%가 증가한 수치이다.
미대법원은 Alice를 비롯한 판결에서 추상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237)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at 2355.
238)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at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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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고, 대신 “청구항의 특허 관련 영업활동과 이전 판
례에서 추상적이라 판단된 위험헷지 활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
하였다. 이러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기준의 결여는 이후 판결에서 대
부분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청구항을 추상적이라 판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향에 반하는 예외적인 판결로는 Enfish LLC v. Microsoft
Corporation(이하 Enfish)이 있다. CAFC에서는 청구항의 특허가 추상적 아
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으로써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
였다. 흥미롭게도 법원은 Enfish사의 자기 참조형 모델(self-referential
model)로 인해 기존의 모델보다 데이터의 빠른 검색 및 효율적인 저장이 가능
해짐으로써 컴퓨터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239) 즉 기존
의 판결에서는 컴퓨터 자체의 기능 향상이나 다른 기술의 발전은 2단계 테스트
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되었으나 Enfish 판결에서는 이를 1단계 테스트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논리는 이후 McRO Inc v. Bandai
Games America Inc. et al.(이하 McRO)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청구항
이 특허 대상임을 인정하였다.240)
또한 Alice/Mayo 테스트의 2A 단계에서는 청구항이 사법적 제외에 해
당한다고 판단되었으나, 2B 단계에서 특허의 구성요소에 창의적 개념이 있다고
여겨져 특허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Bascom Global Internet Servs. Inc. v. AT&T Mobility LLC(이하 Bascom)
이다. Bascom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A 단계 테스트를 통해
Bascom의 인터넷상의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이 기존의 필터 솔루션(one-size
-fits-all filter)에 관한 것으로서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B
단계 테스트에서 Bascom의 발명이 구성요소 측면에서 신규성을 가지고 있지
는 않으나 최종 사용자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각 최종 사용자에게 맞춤형 필
239) Enfish, No. 2015-1244, slip op. at 10-11.
240) McRO, No. 2015-1080, slip op. a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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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기능을 제공해줌으로써 창의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청구항의 발명이 기존의 필터 솔루션을 로컬 서버가 아닌 ISP 서버에 설치하여
더욱 다이나믹하고 효율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컴퓨터 자체의 성
능을 향상시켰다고 인정하였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
련 발명에 대해 대부분의 청구를 추상적 아이디어로 간주하여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으나 Enfish, McRO, Bascom 등의 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
었다. Enfish나 McRO의 판결에서와 같이 발명 자체가 컴퓨터 자체의 성능 향
상이나 기술 발전을 인용하는 경우, 혹은 Bascom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청구항
의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 컴퓨터 기능의 향상을 인용하는지 판
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청구항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기존 방법의 기술적 문제
점을 개선함으로써 컴퓨터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여 창의적 개념을 가진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 적격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Alice 판결 이후 엄격해진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 기준은 AI 관련 특허 소송들
에서도 나타났다. Purepredictive Inc. v. H2O.AI Inc(이하 Purepredictive)
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241) 2017년 5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제공하는 Purepredictive사와 머신러닝 플랫폼 제공 업체인 H2O.AI사 간의 특
허침해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Purepredictive사의 특허를 무효
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청구항의 특허는 알고리즘을 테스트
하고 개선하는 수학적인 절차로 사법적 제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창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만큼 독특하거나 컴퓨터
관련 기술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항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USPTO는 2019년 1월 ｢특허법｣ 제101조와 관련하여 ｢특
241) Purepredictive, Inc. v. H20.AI, Inc., No. 17-cv-03049-WHO, 2017 U.S. Dist. LEXIS 1390
56 at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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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격성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PEG 2019: 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을 발표하였다.242) ｢PEG 2019｣의
목적은 Alice 판결 이후 가중된 특허적격성 심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Alice/Mayo 2단계
테스트 내에 추가적인 절차를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PEG 2019｣에 따르면 청구항의 발명이 수학적 개념(mathematical
concepts),243) 인간의 활동으로 구성된 특정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y),244) 정신 활동(mental process)245)이라는 세
그룹 중 하나에 속해야만 추상적 아이디어로 간주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가
이드라인에서는 USPTO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기본적 경제 활동, 아이디어 그
자체, 인간 행위의 조직화, 그리고 수학적 관계 및 수식의 4가지 하위 그룹으로
나누었으나,246) ｢PEG 2019｣의 의의는 아이디어 그 자체란 모호한 그룹을 제
외하고 보다 명료한 하위 그룹들로 재구성하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 그룹
에 속하지 않음에도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 출원이
속한 기술 센터(Technology center)의 디렉터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심사 기
준이 더욱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EG 2019｣에서는 Alice/Mayo 2단계 테스트 중 2A 단계를 두 부분
(two-prong)으로 구분하는데, prong 1에서는 원래의 2A 단계에서와 같이 청
구항의 발명이 사법적 제외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새로이 추가된 prong 2

242) USPTO(2019), pp. 7-26.
243) 수학적 개념에는 수학적 관계, 수학 공식이나 수식, 수학적 계산 등이 포함된다.
244) 인간의 활동으로 구성된 특정 방법이란 ① 헤지, 보험, 리스크 관리 등 기본적인 경제 원리나 활동 ②
광고, 마케팅, 영업 행위 등 상업적 행위 ③ 계약에 대한 동의, 법적인 책무 등 법적 행위 ④ 소셜 활동,
교육, 규칙 준수 등 인간관계 행위 등을 포함한다.
245) 정신 활동은 관찰, 평가, 판단, 의견 제시 등 인간의 사고로 수행되는 개념들을 포함한다.
246) USPTO(2015),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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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 단계에서 사법적 제외로 판단된 청구항이 실질적인 ‘응용’의 일부분
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청구항이 사법적 제외에 의미 있는 제약을 가하
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사용되어서 단순히 사법적 제외를 독점화하는 시도 이상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 허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6. USPTO PEG 2019 특허적격성 테스트

개정 후

개정 전
1단계
청구항이 방법, 기계,
제조물, 합성물에 관한
것인가?

법정 카테코리

1단계

2A단계

NO

YES

YES

NO

법정 카테코리

청구항이 방법, 기계,
제조물, 합성물에 관한
것인가?

NO

사법적 예외

NO

청구항이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가?

2A단계
Prong 1
청구항이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가?

사법적 예외

YES
YES
YES

2B단계
YES

청구항이 사법적예외 이상의
의미 있는 무엇에 이르도록
하는 부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창의적 개념
NO

실질적 응용

NO

YES

특허 적격 대상

2단계
Prong 2
청구항이 실질적 응용의
일부분인가?

특허 부적격 대상

특허 적격 대상

2B단계
청구항이 사법적예외 이상의
의미 있는 무엇에 이르도록
하는 부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창의적 개념
NO

특허 부적격 대상

자료: USPTO(2019), p. 53-5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USPTO는 ｢PEG 2019｣의 특허적격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특허 심사
예제 중 하나로 안면인식을 위한 신경망 학습법, 즉 머신러닝에 대한 예를 제시
하였다. 예제의 청구항은 왜곡되거나 다양한 크기를 가진 얼굴 이미지를 범용성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회전, 미러링 등의 아핀변환(affine transformation)이
나 색대비를 감소시키는 필터링 변환 등을 통해 학습 데이터세트를 확대시키고
이를 이용해 학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학습 데이터세트가 확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1종 오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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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청구항이 수학적 개념, 인간의 활동으로 구성된 특정 방법, 정신 활
동 중 어느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lice/Mayo 테스트의
2A 단계 prong 1에서 해당 발명을 특허 적격 대상이라 결론지었다. 이 예제를
통해 ｢PEG 2019｣에서 사법적 제외의 하위 항목을 재조정하며 아이디어 그 자
체를 제외한 것이 모호하던 사법적 제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USPTO의 가이드라인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 대
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개정안을 CAFC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지켜볼 사안
이나 심사관들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훈련받고 실무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
존보다는 특허 심사가 특허권리자에게 관대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보인다.

나) 유럽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권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유럽특허조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이라는 국제 조약에
가입해 있어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이 심사한 특허가
각 회원국에서 집행되고 있다. ｢EPC｣ 제52조는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
과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국과 마찬가지로 발명 자체에 대한 정의를 직접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동 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영업 행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PC｣ 제52조 제2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
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은 청구항의 발명이 프로그램 그 자
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데 달려 있다. 즉 ｢EPC｣ 제52조는 컴퓨터프
로그램 모두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발명이 프로그
램 그 자체에 해당하는 단순한 추상적인 창작물인 경우에 특허 대상에서 배제
하려는 것이다.
EPO는 1987 T208/84 판결에서 등장한 ‘기술적 공헌(technic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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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프로그램 적격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해 왔으나,247) 1998년 T1173/97 판결은
기술적 공헌의 적용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만 국한되며 ‘기술적
특징(technical character)’을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48)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이 하드웨어를 통해 실행될
때 기술적인 효과가 추가로 나타난다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
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EPO는 2000년 T931/95 판결을 통해 특허적격대상의 범위를 한층 넓히게
되는데, 연금 프로그램 제어장치(controlling pension benefits system)와
같이 사용 목적과 분야가 분명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실상 기계장치로 바라보
며 특허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249) 이렇게 특허적격대상의 범위를 넓
힌 배경에는 당시 유럽의 성장을 주도하던 ‘신경제’체제 영향하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작용하였으며, 이를 EPO와 독일 법원 등에서
는 판례로 확립하고자 하였다.250) 이후로도 EPO가 ‘기술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기술적 공헌’ 기준에 비해
서는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특허적격성을 판단하였다. 예컨대 EPO는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도 인정하였으며, 청구항에 컴퓨터 저장매체
를 사용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항의 발명이 컴퓨터 프
로그램 자체는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EPO는 컴퓨
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
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같은 시기 미국에 비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
단하였다.251) 또한 EPO는 청구항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로딩되거나 실행될 때,
247)
248)
249)
250)
251)

T208/84(Computer-related invention/VIACOM) of 15.7.1986.
T1173/97(Computer program product/IBM) of 1.7.1998.
T0931/95(Controlling pension benefits system) of 8.9.2000.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p. 50.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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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혹은 하드웨어 간의 통상적인 물리적 상호
작용 이상의 추가적인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야 특허적격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EPO는 2016년 특허심사기준에서 컴퓨터관련 발명을 ‘명백하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징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발명으로서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정의하였으나,
2017년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특징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
현’되는 발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252)
EPO는 2018년 11월의 ｢특허적격성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AI와 머
신러닝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EPO는 AI와 머신러닝을 수학적 방법의 하
위 항목에 포함해 평가하고 있다. EPO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방법을 특허적격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기술적 효과 창출에 공헌하여 기술적 특징을 가져다주
는 수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적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
터 시스템과 프로세스 제어에 사용되는 수학적 방법이나 컴퓨터 작동의 효율성
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방법은 기술적 특징을 가져온다고 인정된다. 그
러나 청구항 내의 수학적 방법이 기존의 수학적 방법보다 진보성이 있다는 점
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발
명의 주요 의도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
고 청구항의 발명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사용과 괴리가 있는 청구
항의 발명은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52) European Patent Office(2018), Part G, Chapter II-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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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EPO 특허심사 가이드라인(Part G – Patentability 3.3.1)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분류(classification), 클러스터링(clustering), 회귀분석(regression) 및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를 위한 계산 모델(computational models)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경망, 유전적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서포트 벡터 머신, k평균(k-means), 커널회귀분석(kernel regression) 및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이 있다.
이러한 계산 모델과 알고리즘은 교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추상적인 수학법칙(abstract mathematical nature)이다. 그러므로 G-II, 3.3에 제공된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산 모델과 알고리즘에도 적용된다.
청구항이 전체적으로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가졌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Art.
52(1), (2) 및 (3)), ‘서포트 벡터 머신’, ‘추론엔진(reasoning engine)’ 또는 ‘신경망’과 같은 표
현은 보통 기술적 특성이 결여된 추상적 모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심사한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규칙한 심
장 박동의 확인을 목적으로 심장 모니터링 장치에 사용되는 신경망 기술은 기술적인
기여가 있다. 저레벨 특성(예. 이미지의 에지나 픽셀)에 기반한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또는 음성 신호의 분류는 분류 알고리즘의 더 전형적인 기술적 응용이다. 그러
나 텍스트 문서를 내용에 따라서만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언어적인
목적으로 간주된다(T 1358/09). 결과적인 분류의 기술적인 사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데이
터의 기록, 또는 심지어 ‘통신망 데이터의 기록’을 분류하는 것은 분류 알고리즘이 범용성과 같은
가치 있는 수학적 특성이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기술적 목적이 아니다(T 1784/06).
분류 방법이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훈련 세트(training set)를 생성하고 분류기
(classifier)를 훈련하는 단계는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우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
할 수 있다.
자료: European Patent Office(2018), Part G, Chapter Ⅱ 3.3.1.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발명이 기술적 특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은 수학적 방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공지능의 분류
(classification) 작업에 대해 분류 방법이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훈련 세트(training set)를 생성하고 분류기(classifier)를 훈련하는 단계는 기
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한다면 발명의 기술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253) 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훈련 데이터세트의 사용
과 개발을 포함하는 청구항도 특허 적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53) European Patent Office(2018), Part G, Chapter Ⅱ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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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일본은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 중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특허법｣의 정의상 발명으로 성
립하려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제도의 특이한
점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002년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물건의 발명을 ‘물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양도 및 대여를 말하며, 그 물
건이 프로그램 등인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동
일),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신청(양도 등을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동
일)을 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발명을 물건의 발명의 일부로 규
정하였다.
일본 특허청(JPO: Japan Patent Office)은 1975년 ｢컴퓨터프로그램에 관
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254)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했고, 1982년 ｢마이크로컴퓨터 응용기술에
관한 발명에 대한 운용 지침｣255)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하였다.256) 이후 1996년 개정된 미국의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 영향을 받아, JPO는
1997년 2월 발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운용지침｣257)을 발표하
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도 특허의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컴
퓨터 프로그램의 유통 방식이 CD-ROM 등 매체 형태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
송 방식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SSB 판결 이후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다.258) 이에 JPO는
254)
255)
256)
257)
258)

日本特許庁(1975), ｢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に関する発明についての審査基準(その１)｣.
日本特許庁(1982), ｢マイクロコンピュータ応用技術に関する発明についての運用指針｣.
권태복(2017), p. 74.
日本特許庁(1997), ｢特定技術分野の審査の運用指針(第1章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
日本特許庁(2000),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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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컴퓨터가 수
행하는 복수의 단계를 특정하는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도
록 했다. 위에서 언급한 2002년 ｢특허법｣의 개정은 이러한 심사기준의 개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259)
2000년 심사기준의 개정 및 2002년 ｢특허법｣의 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의 발명도 물건의 발명에 포함됨에 따라, 발명의 청구항 형식보다는 발명의 실
질적 내용에 따라 특허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었다. 발명의 실질적 내용이
라 함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의 발명이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의미한다. 청구항의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의 창작’이어야 한
다는 것인데, 심사기준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소프트웨어의 정보 처리
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
하였다. 즉 JPO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판독되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 자원이 구체적으로 함께 움직임으로써 사용목적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장
치나 작동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매체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
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판단한다.260) 단,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로그램의
리스트는 각각 인위적인 결정과 단순한 정보 제시로 간주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
2019년 1월 JPO는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IoT 및 AI 관련
기술 사례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였다. JPO는 이미 2016년과 2017년에
발간한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핸드북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23개의
사례와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킴으로써 AI 특허심사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
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재현성과 진보성에 대한 심사 기준
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규 사례 10건

259) 강기봉(2018), p. 6.
260) 日本特許庁(2015), ｢特許・実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 附属書Ｂ第1章(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関
連発明の審査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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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였다. AI 관련 특허 중 상당수는 학습용 데이터로 학습시킨 AI프로그
램에 대한 발명을 출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
느냐에 따라 학습결과가 동일하지 않아 반복가능성 또는 재현가능성이 결여된
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JPO는 개정된 특허ㆍ실용신안 심
사기준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으로서 여러 종류
의 학습용 데이터가 있다면 종류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명시하거나 기술적인
상식에 근거해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끔 명시하도록 하였다.261)

2)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AI 창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사상 및 감정
의 표현에 따른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직접적
인 관여 없이 알고리즘 학습으로 창작적 능력을 가진 컴퓨터 또는 컴퓨팅 기반
의 기계장치로부터 생성된 창작물’로 정의할 수 있다.262) AI의 창작 활동은 갈
수록 다양한 형태로 진보하고 있다. 기존의 AI 작품은 기존의 예술가 스타일을
모사하여 창작하는 수준이었던 반면에 최근 딥러닝 기술이 접목된 AI 프로그
램들은 자가학습으로 독창적인 표현 활동까지도 가능해지면서 AI의 창작물에
저작권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저작권법｣을 해석할 때 AI가 창작과정에서 인간의 판단과 조작하에 단
순한 보조실행자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
들어낸다면 이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이 창작물에 대해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법리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는 AI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나,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를 중요한 이슈로 여기고 권리를 부여하려는 방향
261) Japan Patent Office(2019), p. 1.
262) 정원준(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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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
권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국
의 사례를 검토한다.

가) 미국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a)에서는 저작권 부여 대상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으로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263) AI 창작물의 경우 디지털
형태의 전송물이나 종이 등으로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고정된’
이라는 조건은 무리 없이 만족시키며, 독창성에서도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지만 않는다면 충족시킬 수 있다. 문제는 과연 AI 창작물을 저작물
(works of authorship)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법원에서는 저작물의 창
작성에 대해 스스로 만들고 최소 수준을 넘는 창작성이 있다면(possesses at
least some minimal degree of creativity)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264) 대
부분의 컴퓨터 창작물은 쉽게 이 기준을 넘긴다고 해석된다.265)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자체에 대해 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
지 않기 때문에266) 저작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이
저작권 주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저작자는 인간으
로 한정된다고 해석한다. 1974년에 발간된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CONTU: The National Commi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의 보고서에서 기계는 단지 인간의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며 컴퓨터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이
263)
264)
265)
266)

17 U.S.C. § 102(a).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at 340.
Miller(1993), p. 1067.
미국의 ｢저작권법｣ §102(a)는 ‘저작물(works of authorship)’을 규정하면서 8가지 저작물을 예로
열거하고 있다. 해당 8가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무언극 또는 무용저작
물, 회화, 그래픽 및 조작저작물,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 녹음물, 건축저작물이 있으나 각 유
형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과 같이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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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컴퓨터에 저작권자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입
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1986년 발간된 미국 기술평가원(The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리포트에서는 컴퓨터 저작물에 대한 CONTU
보고서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터렉티브 컴퓨터 프로그램(interactive
computer programs)의 생성물에 대해서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267) 현재까지는 오직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창작자가 인간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쟁도 계속되어 왔는데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Naruto v. Slater이다.268) Naruto 사건에서 영국의 사진작
가 데이비드 슬레터(David Slater)가 자신의 사진집에 원숭이 Naruto가 찍은
셀피 사진을 실은 행위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이는 사진의 저작권이 Naruto에게 있다
며 소송을 걸었다. 판결에서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원숭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이 소송에서 미국 저작권청(USCO: U.S.
Copyright Office)은 창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지적 노력의 결과물만을 저작
권법으로 보호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 또는 기계적 방
식의 제작품은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현재 미국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
이 AI에 저작권을 부여할지는 회의적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 AI 저작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독려하고자 함인데 컴퓨터의 경우에는 저작권
을 부여하여 증가할 창작 의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하며,
저작권 취득 후 라이선싱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불가하고 인간에 비해 적은 노
력으로 대량의 저작물들을 생성해내는 데서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
267) U.S. Congress(1986), pp. 72-73.
268) Naruto v. Slater, No. 15-cv-04324-WHO, 2016 WL 362231,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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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저작물에 대해 ‘사상 또는 감정
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상과 감정의 주체가 인간이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물을 지적인 창작물로서 정신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상과 감정의 주체를 사실상 인간으
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령상 일본은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
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리실 산하의 지식재산전략본부 등을 중심으로 다
가올 미래에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 환경 속에서 AI 관련 지식재산보호를 포함
하여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지식재산전략본부 내 차세대 지재 시스템 검토위원회에서 발표한
｢차세대 지재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
書)｣는 3D 프린팅을 위한 3D 데이터, 센서 등으로부터 자동으로 집적되는 데
이터베이스 등과 더불어 AI의 창작물을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정보
재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하며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었다.269)
AI가 자가 학습을 통해 외부의 개입 없이 창작을 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음악
이나 단편소설 등 패턴화가 용이한 창작물에서는 AI의 창작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 제도상 발생할 수 있
는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먼저 AI는 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대량의 창작물
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일본의 저작권 제도가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면, 기술이나 서
비스가 아닌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수가 폭발적으로
269)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pp.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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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의 보호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은 과잉보호
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외국 여러 국가의 동향에 유의하면서 신중
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책임의 주체 문제 해결을 위해 AI에 법률상의 인격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창작물에 대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하고 인간이 어떻게 관여하
는지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AI 창작에 관여하는 당사
자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나
리오 분석을 시행한 이유는 AI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지식재산 제도
가 투자 등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전체 후생의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론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3-7. AI 창작물 시나리오 분석의 예

1. 콘텐츠 크리에이티브에 의한 AI 이용

2. 플랫폼에 의한 AI 이용

창작 도구로서의 컴퓨터의 연장선상에서,
AI를 창작활동에 이용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AI를 서비스로 제공
서비스 이용의 대가

생성
빅데이터에 의한
교육 창작의 제시

AI를 제공

AI 이용의 대가
A(AI프로그램의 제공자)

제공
조작
AI창작물의
수익

A(AI의 관리자)
제공
제공
조작

조작

B(소비자)

B(소비자)

B(AI이용자)
B(소비자)

3. AI와 AI 창작물을 세트로 전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AI에 캐릭터를 부여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콘텐츠 (캐릭터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나, 노래, 소설 등)와 세트로 전개
빅데이터에 의한 교육
창작의 지시

생성

캐릭터나 AI 창작물의 수익
A(AI의 관리자 - 캐릭터 부여자)

AI(캐릭터)

노래·동화 등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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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AI 창작물이 현행 지적재산 제도상 권리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으며 다만 가치가 높은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관련
자의 투자 보호 및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지식재산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
고, AI 기술 촉진 전략과 창작물의 실용화 사례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주시
하고 대응하도록 권하였다. 이 보고서 이후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 새로운 정
보재 검토위원회에서 2017년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 보고서(新たな情報
財検討委員会報告書)｣를 발간하고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한 차례 더 검토
를 실시하였으나 현행 제도상 권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하였
다.270)

다) 영국
영국은 ｢1988 저작권ㆍ디자인ㆍ특허법(CDPA 1988: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9조 제3항에서 ‘컴퓨터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CDPA 1988｣ 제178조에 따르면 컴퓨터 저작물
은 자연인인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271) 이에
대해 제9조 제3항에서는 컴퓨터 저작물은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272) 그리고 제12조 제3항에서는 일반적
인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 사후 70년보다 짧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273)
｢CDPA｣ 제9조 제3항을 AI 창작물에 적용한다면 저작자는 AI 창작물
의 생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된다. 이는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만든 창
작물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최근 딥러닝 기술을 통해 자가 학습 후 창작물을
생성해내는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CDPA｣
제9조 제3항에 기초해서 AI 창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권자로 볼 수
270)
271)
272)
273)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a), p. 52.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 178.
Ibid., s 9(3).
Ibid., 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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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한편,274) ｢CDPA 1988｣이 개정되던 당시의 컴퓨터
가 창작활동에서 담당하던 역할과 최근 자율적으로 창작물을 생성해내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역할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CDPA 1988｣ 제9조
제3항을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275) 하지만 ｢CDPA 1988｣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인간이 거의 관여하지 않거나 AI가 자율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는 결국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가.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개관
1) AI 알고리즘의 특허적격성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하위 개념으로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판례와 실무를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를 통
해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컴퓨터 관련 발
명을 특허로 보호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허법｣에서 발명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일본 방식을 참고한 접근법이며 미국, 유럽이
나 중국 등 주요국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미국의 특허적격성 기준과 유
274) 김승래(2017), p. 167.
275) 손승우(2016),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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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이나 디지털 카
메라로 촬영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
램과 정보의 단순한 제시 등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특허ㆍ실용
신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컴퓨터 관련 발명은 ①
방법의 발명 ② 물건의 발명 ③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④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⑤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
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27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알고리즘으로부터 동일한 결과가 일관되게 산출
되거나, 프로그래머의 의도와 예측대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컴퓨터 관련 발
명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동일한 알고리즘에서도 학습 데이터의 종류나 학습량
에 따라 다른 결과가 산출되거나 프로그래머의 의도 및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는 것은 AI 관련 발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추가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컴퓨터 관련 발명과 AI 관련 발명
의 주요한 차이로 바라보고 있다.277) 하지만 이러한 차이와는 별개로 AI 관련
발명에 대한 우리나라 심사 실무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나 영업방법 관
련 발명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발명
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바탕으로 심사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AI 관련 발명에서도 컴퓨터 관련 발명과 마찬가지로 컴
퓨터 언어나 프로그램 리스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대상에서 제외되
지만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허대상으로 인정된다.

276) 특허청(2019), pp. 9A03~9A04.
27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본 공업소유권연수관(201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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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우리나라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절차 흐름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주1)
(2.1.2.1(2)에 해당)

YES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예:
①기기의 제어,
②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처리 등
YES

2.1.2.2(2)에 해당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방법이
구축된 경우)

「발명」에 해당

YES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예:
①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②인위적 결정,
③인간의 정신활동,
④단순한 정보의 제시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주2)
(2.1.2.1(3)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인지
여부 판단(주3)

NO
2.1.2.2(3)에 해당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방법이
구축되지 않는 경우)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주: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①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② 인위적인 결정 ③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거나 ④ 단순한 정보의 제시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① 기기의 제어 또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거나 ② 대상의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발명에 해당함.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자료: 특허청(2019), p. 9A11.

컴퓨터 관련 특허적격성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수학 계산
식과 유사하며 소프트웨어적 정보처리과정이 판단, 결정, 분석, 비교 등 사람의
정신적 과정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적격대상에
서 제외되나, 하드웨어 내에서 하드웨어 성능 향상에 기여하거나 특정한 목적
을 위해 하드웨어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즉 수행주체로서 하드웨어 자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청구항의
알고리즘이 기술된 사용 목적에 맞게 특유의 동작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특유
의 정보처리 수단이 있음을 제시할 경우 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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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
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대상을 인간에 의한 저작물
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은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2018년 5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서는 AI를 활용한 저작과 발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식
재산권 시스템에서 AI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
제를 ① AI를 활용한 창작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
는지 여부 ② 창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및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③ AI 활용 과정 중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말하고 있다.278)

나.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AI 관련 발명의 반복재현성 제고
주요국에서는 AI나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심사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개정 또는 ｢특허심
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포
함시키고 있다. 특히 2019년 초 USPTO ｢PEG 2019｣의 내용은 2015년
Alice 판결 이후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정책이 부정적으로 흐르던 미국
의 기조가 변화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278)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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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AI와 IoT,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과 깊
은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들 기술의 혁
신을 장려하는 데 제도적인 지원 또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요국
의 ｢특허법｣ 개정이나 심사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향후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법례
를 기초로 삼고 미국과 유럽의 제도나 판례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279) 그
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컴퓨터 관련 특허제도에 대한 논쟁은 이들
나라의 논의와는 결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련 특허제도에 대한 논쟁
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어 왔던 ｢특허법｣ 개정안에서 나타나듯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본처럼 물건으로 간주하여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할 것
인지 여부와 매체특허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심사기준상 청구항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국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
명 청구항의 형식적 표현보다는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
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AI 관련 발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주요국은 ｢특허법｣ 또는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과 다양한 관련 사례를 제공하여 심사
자와 출원인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심
사실무도 이러한 방향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는
가운데 형식적 표현에서는 심사기준의 완화를 고려하되, 기술적 사상의 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컴퓨터 관련
발명과는 달리 AI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조
속히 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하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AI 프로그램이 여타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수성 중 하나는
279) 강기봉(201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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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요건 중 반복재현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발명의
성립요건 중 이용가능성을 만족시키려면 실현가능성과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AI의 경우에는 해당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AI는 그 특성
상 초기에 입력하는 학습용 데이터와 학습의 기간, 그리고 양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복재현성이 결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제에서는 AI 알고리즘을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 논의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
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습
용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어야 AI에 대한 특허성
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AI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미생물
의 특허출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생물 기탁제도를 참고한 등록제도이다.280)
미생물의 경우 생물체여서 다른 특허대상에 비해 변형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발명을 출원할 때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특허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명세서 작성에 더해 출원된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에 기탁하고 추
후에 제3자가 재현을 위해 분양받음으로써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이를 AI 알고리즘 특허출원에 적용해본다면 AI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
터, 학습완료 모델을 특허청에서 공인한 기관에 등록하게 한 뒤, 제3자가 출원
된 AI의 기능 재현을 원하는 경우 등록 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기능
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AI 알고리즘뿐 아니라 학
습용 데이터와 학습완료 모델까지 모두 등록함으로써, 동일한 데이터가 투입되
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검증하여 반복재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생물 특허출원 시 전문기관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제58조를 개정해서 미생물뿐 아니라 AI 알고리즘과 학습용 데이
280)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b),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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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및 학습완료 모델 등도 전문기관 등록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검증 절차 및
방법, 무단 도용과 복제를 방지하는 안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신설하는 안을 고
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현재 AI 기술의 발전속도와 방향에 비추어보면 한시적인
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AI의 비지도 학습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고도화된 AI
에서는 동일한 AI 알고리즘에 동일한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도 다른
결과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의 발전 추이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AI 창작물 보호에 대한 단계적 접근
AI 기술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창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논의는 향후 갈수록 진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창작물의 권리 보호 문제는 결국 권리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귀결될텐데 현행법상으로는 모든 주요국에서 저작물은 인
간에 의한 것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AI는 저작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가장 앞선 일본이나 EU 의회 등에서
도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 AI가 저작자의
지위를 갖게 될 시기는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현재는 AI 창작물의 저작
자를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자와 비교하여 검토 논의되어 왔으며, AI 알고리즘 제작자, 사용자 또는
AI 중 어느 하나를 저작자로 보거나,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을 공동저작자로 보
거나, 아니면 AI 창작물을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상의 저작물로 간주
하자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AI 창작물의 귀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281)
281) Sorjamaa(2016), pp.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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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 제작자나 사용자는 AI 창작물의 창작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담
당하지만 그것이 저작자성을 가질 만큼 그들의 창작성과 의도 등이 반영되는가
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AI 창작물이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
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것이고, 향후에도 창작에 대한 재량을 가질 경우에는
저작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AI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주체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인센티브론 관점에서 볼 때 AI 창작을 독려하는 데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82)
이처럼 AI 창작물의 창작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들에게 저작
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AI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 단계에서는 AI
의 법적인 지위를 ‘법인’ 체계에 포함시켜서 업무상 저작물과 비슷한 형태로 AI
알고리즘 제작자나 사용자 등이 AI 관리 및 책임의 주체로 저작자가 되는 형태
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완전하게
자율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면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283)
또한 AI가 적은 노력으로 대량의 창작물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은 무방식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를 허여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
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284) 이에 지식재산권 제도 본연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보호의 요건 및 기간 등을 설정함에 있어 제한을 두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권리의 발생 요건으로 현행의 무방식주의가 아닌
특허와 유사한 형태의 등록 절차를 수립하고, 침해의 구성요소 또한 현저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침해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을 설정할 수 있
다. 보호기간도 데이터베이스 권리의 존속기간285) 등을 참고하여 현행 저작권
282) Grimmelman(2016), p. 673에서 재인용.
283) 김형건(2017), p. 68.
284) 손승우(2016),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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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인 저작자 사후 70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반 창작물과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다르게
보장하려면 이 둘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AI 창작물에 대
해 일정한 표시제도가 필요하다. AI 창작물에는 고유식별 마크와 함께 권리자
정보 및 저작연도를 표기함으로써 AI 창작물 구별을 실무적으로 용이하게 만
들고, 나아가 창작물 유통 및 거래 절차의 복잡함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86)

285) ｢저작권법｣ 제95조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
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286) 정원준(2019), p. 24.

150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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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표준은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선진국의 전유물로 생각되
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도 표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사이버보안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들 분야의 표준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자국의 표준이 채택되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약진에 대하여 전통적인 표준 강자인 유럽과 미국은
사안별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87)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은 산업화의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진화하였다. 통계적으
로 보면, ｢공업표준화법｣이 만들어진 다음 해인 1962년에 42종으로 시작한 국가
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2018년 말 기준으로 2만 507종에 이
른다.288) 아울러, 표준도입 대상국도 수출의 다변화에 맞추어 진화하였다. 우리나
라는 1990년대 중반 WTO/TBT(World Trade Organizati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체결 이전에는 일본의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도입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 형태의 국가표준 제정방식은 ‘추격형(catch-up)’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289)
우리나라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1987년 당시 7,000여 종 국가표준(KS)
의 출처는 일본 국가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비중이
71.2%에 달하는 데 반해, ISO와 IEC 국제표준을 도입한 비중은 15.8%에 불
287) ｢화웨이 첩첩산중... 와이파이, 반도체 등 국제표준 단체서 배제｣(2019. 5. 26), https://www.mk.
co.kr/news/it/view/2019/05/351362/(검색일: 2019. 10. 28).
288)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www.standard.go.kr(검색일: 2019. 10. 28).
289) 이장재, 이강춘(201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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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모방하기 용이
한 일본의 표준을 부합화하여 산업발전의 토대로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의 도입방식은 1995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 국제기구가 설립되면서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에 우
선 사용’하도록 한 WTO/TBT 규정에 따라, KS 제정 시 ISO, IEC, ITU 등의
국제기구 표준을 먼저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KS 개정 시에도 당연히 이
들 국제표준기구의 표준을 우선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즉 1995년 WTO에서
무역기술장벽(TBT)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선진국의 표준이 직접 한국의
표준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주를 이루었다면, 1995년 이후에는 선진국의 기술
(표준)이 국제기구의 표준이 되고, 이 선진국 기반의 국제표준이 한국의 표준으
로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 국가표준(KS)에서 국제ㆍ해외 표준 도입 현황

기준연월

1987년 12월

2019년 8월

ISO

IEC

JIS

부합화

고유 표준ㆍ

-기타1)

부합화 없음2)

소계

924종

279종

5,442종

755종

242종

7,642종

12.1%

3.7%

71.2%

9.9%

3.2%

100.0%

3)

3,035종

N/A

N/A

7,756종

20,614종

47.6%

14.7%

N/A

N/A

37.6%

99.9%

9,823종

주: 1) 부합화-기타: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458종, OIML(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279종, FS(Federal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125종,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87종 등.
2) 부합화 정보 없음: 국내에서 개발한 고유 표준 또는 부합화 정보가 없는 표준(2019년 8월 현재 KS는 KS 번호에
ISO와 IEC가 포함된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
3) ISO/IEC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 공통표준은 ISO로 계산 (ISO: 8,940종, ISO/IEC: 883종).
자료: (1987년 12월 기준) 공업진흥청(1988), p. 200; (2019년 8월 기준)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정보망, www.kssn.net(검
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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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7년까지 ISO 및 IEC 등의 국제표준이 집중적으로 도입되
면서 2007년 이후부터는 [표 4-1]에서 나타난 것처럼 KS 중 ISO와 IEC 국제
표준의 도입 비중이 약 60%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290) 표준과 기술규제가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의 교역전략에 따라 국제표준
의 도입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표준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국가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도 2016년 2월 기준 중국국가표준(GB:
Guojia Biaozhun) 3만 2,077종 중 32.2%가 ISO, IEC 및 ITU와 같은 국제
기구의 표준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1) 아울러 유럽표준화기관
인 CEN(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및 CENELEC(Committee
Europea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이 제정한 유럽표준(EN:
European Norm) 2만 2,844종 중 45.3%가 ISO와 IEC 국제표준을 도입한
것이다(표 4-2 참고). EN의 상당수는 유럽 지침(directive) 및 규칙
(regulation)에 인용되어 EU 회원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유럽위원회 EU의 세탁기 분야 에코디자인 규정(Regulation EU No
1015/2010)은 세탁기 성능평가 표준(EN 60456:2016) 등 3종의 유럽표준을
조화표준(harmonized standard)으로 명시하고 있다.292)

290) 최동근(2019), p. 15.
291) 최동근(2019), p. 30.
292) 유럽위원회(EC)는 단일 시장전략(single market strategy)의 일환으로 3대 유럽표준화 기관(CEN,
CENLEC, ETSI)에 규제 제정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요청하였으며, 이의 결과물이 EU 조화표준(har
monized standards)이다. EU 조화표준은 EU 지침(directive) 또는 규정(regulation)에 명시된
필수 요구사항 및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려한다. 유럽표준에서 조화표준 비율은 1990년 약 3.5%에
서 2009년에는 약 20%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C 조화표준 현황은 Euro
pean Commission, “Harmonised Standards,”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
/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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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유럽표준과 중국표준에서 국제표준의 도입 현황
기준연월
유럽표준(CEN/CLC)

ISO 도입
5,432종

IEC 도입
4911종

부합화-기타
N/A

자체표준

소계

12,501종

22.844

N/A

54.7%

100.0%

304종

21,758종

32.077

66.9%

100.0%

(2019년 6월)

23.8%

21.5%

중국표준(GB)

7,557종

2,762종

(2016년 2월)

23.6%

8.6%

0.9%

자료: Cen-Cenelec, “About 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과거와 같은 추격형 산업발전
모델이 유효성을 상실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를 거치면서 반도체, TFTLCD, 휴대전화 등 몇몇 분야에서 선진국을 제치고 선두로 진입하는 분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모방형 전략을 취하는 중국을 필두로 한 후발공업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발전 전략으로는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었
다.293)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모델은 ‘재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에서 ‘혁신 선도자(innovation leader)’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모형의 변화에 맞추어 표준도 선진국 표준의 단순 모방자
(rule follower)에서 선진국과 표준화를 경쟁하는 표준 제정자(rule maker)
로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 등
의 분야에서부터 먼저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 국가표준으로 선순환되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여 시장을 창출(create)하고 확대(scale-up)하는 전략을 수립ㆍ실천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한국 선도기술-국제표준-국가표준의 과정이 형성되고,
이러한 경험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고, 활용되어야 표준 제정자로서 위상을 확
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탈추격형 혁신성장을 이루
기 위해 주요국의 표준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 표준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93) 송위진 외(2006), p. 13.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 155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표준은 단순한 기술규정에 관한 지침이 아니라 연구개
발사업의 성과 향상, 국제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혁신 도
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표준이 무역장벽 해소, 시장창출, 기술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과
표준화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착안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표준화를 주
요 산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독일이 2000년 최초로 표준의 거시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
후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이 자국 표준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구원이 2013년 연구한 결과를 토대
로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의 경제적 효과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및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
은 국가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의 0.2∼0.9%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 국가별 표준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구분
연도
분석기간
종속변수
독립변수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한국

2000

2005

2006

2007

2009

2013

1960~1996 1948~2002 1962~2003 1981~2004 1950~2007 1970~2012
생산량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

표준, 자본,
특허, 기술도입

표준, 자본,

표준,

표준, 자본,

노동

R&D

노동

총요소생산성
표준, 특허

노동생산성
표준, 특허,
기술도입

표준성장률(%)

12.9

5.1

4.6

0.7

6.8

6.7

GDP 성장률(%)

3.3

2.5

3.6%

2.7

3.4%

7.2

표준의 기여분(%p)

0.9

0.3

0.8

0.2

0.8

0.8

자료: 최현경, 박정수(201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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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 표준활동의 경제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기업 또
는 산업 단위의 표준화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
화 기구인 ISO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화는 사례별로 기업 매출의
0.06~33%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4) 이
처럼 표준화의 효과가 산업 분야별로 매우 상이한 것은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
(value chain)이나 최종 생산물 자체에서의 표준 비중에 기인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은 표준의 중요성
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이 분야의 대가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따르면, 새로운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디지털(Digital), 물리적(Physical), 생물학적(biological)인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이다.295) 이에 따라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 상호 연결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ㆍ유통ㆍ저장되는 초연결의 세계로 진
화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표준은 연결수단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면서, 기존 통일화ㆍ품질ㆍ정보전달의 기능에서 빅데이터 생성, 시스템과 서비
스 간 인터페이스ㆍ상호운용성 확보 도구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커넥
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이버보안, 접근성
격차, 데이터 흐름, 교육, 인력ㆍ고용,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등도 사회적
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표 4-4. 4차 산업혁명과 표준의 역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계혁명>

<에너지혁명>

<디지털혁명>

<기술융합혁명>

시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1970년대 이후

2020년 이후

혁신동력

증기기관

컨베이어 벨트

인터넷ㆍ모바일

기술ㆍ산업 간 융합

구분

294) ISO(2014), “Benefits of Standar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295) WE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Klaus Schwa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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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계혁명>

<에너지혁명>

<디지털혁명>

<기술융합혁명>

공장생산체제

대량생산체제

정보화ㆍ자동화

⇕

⇕

⇕

⇕

표준화

치수ㆍ모양 등

제품ㆍ부품ㆍ공정 등

프로토콜 및

플랫폼/시스템

관점

기초표준 중심

품질관리표준 중심

호환성 표준 중심

표준 중심

증기기술

전기기술

정보기술

융합기술

구분

생산방식

초융합ㆍ초연결ㆍ
초지능화

핵심
기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2019. 6. 20), p.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융
합은 이질적 요소들 간의 상호운용성 복잡도(interoperability complexity)를
대폭 증대시키므로 표준을 기반으로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
넷과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연결해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
으로 지식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궁극적으
로 조직을 변형(transform)시키므로 고도화된 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된다. 나아
가,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매개체인 플랫폼을 통해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표준화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 스
마트시티, 사이버보안 등의 혁신성장 분야가 대표적이다. 주요 신산업 분야와 관
련된 국제표준화 위원회는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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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혁신성장 분야 관련 국제표준화 위원회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및 위원회

기타

스마트
제조

ISO TC184 산업자동화 위원회
IEC TC65 산업공정 측정, 제어, 자동화 위원회

미국 NIST IR 7628 등
미국 ISA-99 스마트제조 보안

자율
주행차

SO TC22/SC31 자율자동차 데이터통신 위원회
ISO TC204/WG14 자율차 제어 및 WG18
협력주행

미국 SAE J 3016 등
UNECP WP.29
자동차국제기준

스마트
헬스

ISO/TC215 의료정보 위원회 등
ITU-T SG16 Q28 & SG on e-Health
스마트헬스

HIMSS HL7 등
미국 IEEE 11073 등

스마트
시티

ISO TC268/SC1 지속 가능 스마트 커뮤니티
위원회
IEC SyC Smart Cities 스마트시티
시스템위원회

World Council on Smart City

사이버
보안

ISO/IEC JTC1/SC27 정보보안 위원회
ITU-T SG17 Q4 사이버보안 연구그룹

CEN/CLC CSCG 사이버보안FG

기타

ISO/IEC JTC1/SC41 IoT(사물인터넷)
ISO/IEC JTC1/SC42 인공지능 위원회
IEC SyC Smart Energy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위원회

IEEE (차세대통신, 스마트홈 등)
ASTM (3D프린팅, 드론 등)
3GPP (5G 등)

자료: 저자 정리.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도 기술개발의 가속화와 기술 융합의 증가
로 인하여 시스템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96) 최근 IEC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시스템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97)
첫째, 시장/산업 분석(Market/Industry Analysis), 즉 시장/업계 동향
및 니즈 분석 및 식별
둘째,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s Analysis), 즉 시스템의 핵심 이해
관계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필요와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사례분석(Use Case Analysis), 즉 시스템의 다양한 사례는 무엇이

296) IEC, Systems Wo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7).
297) 본 내용은 IEC System Activities(IEC AC/33/2013)을 참고하였고, IEC의 시스템 표준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상동, 박수진(2018)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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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넷째, 시스템 설계(System Architecturing), 즉 시스템과 그 경계에 대
한 참조 아키텍처는 무엇인가?
다섯째, 표준 분석(Standards Analysis), 즉 이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표
준 SDO와 TC는 무엇인가?
여섯째, 갭 분석(Gap Analysis), 즉 이 시스템에서 누락된 표준은 무엇인
가?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가.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이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나 영역별
로 정부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초과학 분야의 R&D와 지식
재산권(특허)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국가표준 활동은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보완적인 역할
만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ㆍ독일ㆍ영국의 국가 표준화 기관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표준화 활동과 전략은 미국
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독일표준협회
(DIN: Deutsche Industrie Normen),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가 주도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국가표준기관은 정부조직이다. 예를 들면, 일
본의 공업표준조사회(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중국의 표준화위원회(SAC: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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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Republic of China),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아시
아 국가에서 정부가 국가표준을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이들 국가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현대적 개념의 표준을 도입할 시점
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이 부재하여 정부가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표준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이들 주체 간의 협력관계는 선진
국과 후발 국가 간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과 후발 국가 내에서
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별로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기관과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규(2017)는 10개국의 표준제정의 권한집중
도와 민관협력구조를 기준으로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표준 활
동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이다. 이 중
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은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행정협치형으로, 중국은 권한
이 집중되어 있는 통합관리형으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국가표준 활동을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독일, 영국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 권한이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장주도형으로, 독일과 영국은 권한이 특정 조직(국
가표준협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위적 시장형으로 분류하였다.
국가별 표준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차이는 산업 표준화 전략수립의 주체와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거버넌스에 따라 표준정책은 정부가 수
립하지만, 이행의 주체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보완적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표준정책이 정부의 주도로 작성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이 상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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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요국의 국가표준화 거버넌스 비교(ISO 및 IEC 회원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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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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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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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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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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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국
유형 III
시장주도형

유형 IV
권위적시장형

자료: 이용규(2017), p. 166.

본 절에서 논의하는 미국, 독일 등의 표준정책에는 ANSI, DIN 활동과 전략이
포함된다. 국제표준화 기관인 ISO와 IEC도 EU와 미국의 민간표준화기관이 중심
이 되어 출범시킨 민간주도의 국제기구이다. 따라서 이들 국제표준기구가 EU와
미국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EU의 표준협회
활동을 조망하면 국제표준기구의 향후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6. 주요국의 국가표준화기관(ISO 및 IEC 회원기관)
구분

미국

국가표준화기관

ANSI

EU
CEN/
CENELEC

독일

중국

일본

한국

DIN

SAC

JISC

국가기술표준원

정부

정부

기관성격

민간

민간

민간

정부

관련 부처

상무부

산업총국

연방경제부

시장총국

ISO/IEC

133개

간사국

위원회

N/A

경제산업성 산업통상자원부

172개

85개

102개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30개 위원회

자료: ISO(2014), “Benefits of Standar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IEC, Systems Work,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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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3대 국제표준화 기구 개요
구분

ISO

IEC

ITU

기관명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분야

제조업, 서비스

전기, 전자

전파통신, 방송통신

기관성격

민간 국제기구

민간 국제기구

UN 산하 국제기구

회원기관
발행표준(종수)

1국가 1회원기관 (정부/민간 혼재)
22,000여 종

정부

7,700여 종

5,000여 종

자료: ISO(2014), “Benefits of Standar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IEC, Systems Work,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9. 17); ITU, “Abo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나. 미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미국은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표준화가 뚜렷이 나
타나는 특징이 있다. ANSI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약 240
여 개의 표준개발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이 약 10만여 종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이 중 미국표준협회가
인정하여 미국표준(ANS: American National Standard)으로 등록된 표준은
약 1만 1,000여 종에 달한다. 특히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기술자협회),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자동차기술학회),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등 약 20여 개의 미국기반 글로벌 표준화
단체들이 미국 표준의 제정과 확산 그리고 표준정책을 주도하고 있다.298) 이들
표준화 단체들이 국제표준기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표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
가 민간 또는 시장의 표준활동에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참여하면서 정
부의 수요(needs)를 공유 또는 반영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이 제정한 임

298) ANSI에 따르면 240여 개의 표준화 단체 중 20여 주요 단체가 제정하는 표준 총수가 미국 표준 전체
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표준협회, www.ansi.org(검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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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표준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적용한
다.299) 셋째, 사이버보안,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이 민간 기관 간 갈등이 나타나
는 분야에서는 정부 산하 조직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이 중재자 역할
을 수행한다. 넷째,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통상협상
시 미국 주도로 제정된 민간 표준이 사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300) 동시에
ISO, IEC, ITU 등과 같은 국제표준기구에서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하고 있다.

표 4-8. 표준 분야에서 ANSI와 NIST 간 협력관계
미국표준협회(ANSI)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 ISO/IEC 기타 비조약기구의 모든 활동에서 미국 - 임의표준에 대한 연방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작업
- ANSI, SDOs(standards developing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
- 권한 있는 행정기관과 표준화 활동 조정

organization)와 연방 행정기관 간의 직접 협력 - 연방 행정기관이 ISO/IEC 기타 민간부문과
- 국제적 비조약 임의기구에서 개진할 미국 입장의
개발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
- 개방성, 형평성, 적정절차와 합의에 의한
미국표준(ANS)을 개발하고 출판할 SDO 승인
- 제안된 표준을 ANS로 승인하고, WTO 규정상 의무
준수
- 관리시스템등록자와 제품인정기구 승인

COPANT(Pan America Standards Commission),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같은
국제적 비조약기구 및 적합성 평가단체 내에서의 ANSI
활동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
- NIST는 행정기관이 가능하면 ANSI-인정 SDO를
활용하도록 함
- NIST는 임의 표준화 활동에서 연방기구와 민간부문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전자적 통신
수단을 이용
- 장/단기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전략에 따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설정된 표준 및 적합성 평가방식을 활용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8), p. 37.

299) 임의표준은 인용편입(incorporation by reference: IBR) 방식을 통해 법률로 제정된다. 인용 편입
방식에는 고정 인용(static citation)과 유연 인용(flexible citation) 방식 등이 있다.
300) 예를 들면, USMCA Article 18.15: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Technolog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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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표준화 활동은 상무부 산하 NIST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도 체결된 ANSI와 NIST 간의 MoU와 ｢NTTAA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국가기술이전촉
진법)｣에 따라서 NIST가 ANSI 등 주요 민간표준화 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NTTAA｣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표준사용 및 임의표준화 체계 참여를 규
정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NTTAA｣는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표준화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8조와 제12조이다.301)
이 조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연방정부가 민간의 임의표준 사용원칙을 준수
하도록 한 것이다. ｢NTTAA｣는 연방기관이 행정기관 고유 표준(agency
unique standards) 대신에 민간 표준화기구가 개발한 임의표준(voluntary
consensus standards)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임의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를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관리
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연방 행정부처가 민간 임의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특히 특정 표준이 연방 행정부
처의 임무 및 권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관련 임의표준화기구에 참
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IST는 연방 행정부처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 활동에 대하여 민간부문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결과
를 OMB에 보고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에 조달되는 물품은 임의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NIST가 ICSP
(Interagency Committee on Standards Policy)를 통하여 민간의 임의표준
이 연방기관,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독
특하고 독점적인 표준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기관이 민간의 임의표준을 가능한 한 사용하도록

301)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 Public Law 104
-113)]의 표준 관련 조항 제8조와 제12조는 ｢NIST법｣[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
chnology Act (15 U.S.C. 271 et seq.)]의 표준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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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미국의 표준화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
법령/지침

주요 내용
(d) 연방정부의 합의기술표준 활용
(1) 일반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방정부기관(부처)은

美국가기술이전촉진법
(NTTAA 1995)
제12조
표준적합성

표준기관에 의해 개발(채택)된 기술표준을 정책 목적이나 활동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채택해야 한다.
(2) 자문; 참여 - 연방정부는 (1)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 표준기관
에 자문을 구하고, 해당 표준 활동에의 참여가 공공목적 및 기관
(부처)의 목적, 가용예산 및 우선순위 등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표준개발기관과 협의하거나, 기술규정의 개발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美무역협정법
(TAA of 1979) 제2532조
연방정부의 표준관련활동

(2) 표준의 활용
(A)일반 - (B)(ii)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각 연방정부기관은 표
준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제표준을 고려하고, 만약 적절하다면 가능한
한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어 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의 합의표준개발 및 적합성 평가활동에의 참여 및 활용에 대
한 지침

美예산관리국 (OMB)
A-119 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백악관의 내부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규정한다. 국가기술이전촉진법(1995) 제12조(d)항에 따라서, 이
지침은 연방기관이 정부 고유규제를 지양하고, 민간표준을 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기관이 민간표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안내와 보고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자료: 최동근(2014), pp. 107~108.

촉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즉 ｢NTTAA｣는 NIST가 행정기
관에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임의표준의 사용을 촉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상기에 기술된 것처럼, 연방정부는 NTTAA에 의해 민간표준단체에서 개발
한 표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NIST가 표준 개발에 있어서 연방의
참여와 표준의 사용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담당기관이 되었다.302) 미국의 민간

302) 정부기관이 ｢NTTAA｣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은 ｢OMB
Circular A-119｣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지침서는 적합성 평가 활동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
로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설립하고, 이 기관은 연방 행정기
관의 자발적 표준사용의 진척도에 대해 NIST가 매년 OMB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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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활동에 대한 정보는 미국표준협회(www.ansi.org)에서, NIST에서 지원
하는 연방정부의 표준활동 정보는 웹사이트(www.standards.gov)에 공개하
고 있다. 특히 ｢NTTAA법｣에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가 기술규제에 사용(인용)
하는 표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https://ibr.ansi.org/). ｢NTTAA｣의 이행
을 위해 ｢OMB Circular A-119｣ 지침은 연방정부의 민간합의표준 개발 및 적
합성평가 활동 정책을 규정하고, ｢TAA(Trade Agreement Act of 1979, 무
역협정법)｣은 WTO/TBT 협정과 관련되어 연방정부 규제에 국제표준의 우선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NIST는 국가연구소로서 첨단제조,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의 R&D 관련
표준화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표준활동에 참여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즉 NIST는 정부 R&D와 민간 표준화 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NIST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민간 산업계
와 협력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보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프레
임워크를 개발하여,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 지침 및 모
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는 국가 안보 및 경제
에 중요한 기반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303) 현재 NIST는 ｢FISMA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근
거하여 연방정보처리 표준(FIP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IPS 중에서도 데이터 암호화 모듈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명시된 FIPS
140-2는 정부기관 및 계약 기관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처리 표준
으로, 암호화 제품의 제조ㆍ판매에 있어 필수적인 표준이다. 또한 NIST는 미
303) 미국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정보는 https://www.nist.gov/cyberframework(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 167

국 연방정부가 2011년 2월에 발표한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전략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로드맵 수립을 주도하고,304)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확립(Establishing cloud
computing standards)’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로드맵 마련, 평가, 개
정 등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
터의 저장, 분석, 관리, 공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처리
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별도의 기술이 아닌 연계 기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NIST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 및 아키텍처 개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305) NIST의 빅데이터 상호 호
환성 프레임워크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1권. 빅데이터 정의 (NIST-SP
1500-1r1, 2판)
둘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2권. 빅데이터 분류체계
(NIST-SP 1500-2)
셋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3권. 빅데이터 유스케이스 및
일반 요건(NIST-SP 1500-3r1, 2판)
넷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4권. 빅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
시(NIST-SP 1500-4r1, 2판)
다섯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5권. 빅데이터 아키텍처 서베
이(NIST-SP 1500-5)
여섯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6권. 빅데이터 아키텍처
(NIST-SP 1500-6r1)

304) 미국 NIST의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로드맵(2011), “NIST-SP 500-291”은 https://www.nist.
gov/publications/nist-sp-500-291-nist-cloud-computing-standards-roadmap(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
305) NIST의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추진 현황은 https://bigdatawg.nist.gov/(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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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7권. 빅데이터 표준 로드맵
(NIST-SP 1500-7r1)
여덟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8권.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인터페이스(NIST-SP 1500-8)
아홉째, NIST 빅데이터 상호 호환성 프레임워크 - 9권. 채택 및 최신화
(NIST-SP 1500-9)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표준화
분야에서 IEEE, SAE 등과 같이 미국 기반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을 미치는 민간표준화 단체가 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표준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IEEE 1616 자동차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Motor Vehicle Event
Data Event Data Recorders(MVEDRS))
둘째, IEEE 20080 자동차 – 원격지원에 대한 정보 – 일반요건, 정의 및 유스
케이스 (Road vehicles - Information for remote diagnostic support General requirements, definitions and use cases)
셋째, SAE 3164 자율주행차의 동작 및 기동과 관련된 용어의 분류 및 정의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Automated Driving
System Behaviors and Maneuvers for On-Road Motor Vehicles)
넷째, SAE 3131 자율주행 참조 아키텍처(Automated Driving Reference
Architecture)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표준화 단체인 ASTM도 드론, 3D 프린팅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ASTM의 F38 위
원회에서는 드론에 최소한의 안전, 성능, 비행 숙달 요구사항과 드론의 품질 보
증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ASTM의 F42 위원회는 3D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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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적층제조)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ASTM의 표준 중 일부는
ISO와 IEC와 공동으로 개발되었거나, 이들 기관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
었다. ASTM의 주요 표준 사례는 다음과 같다.306)
첫째, ASTM F3005-14a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sUAS)에 사용하기 위한
배터리 표준 사양(Standard Specification for Batteries for Use in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sUAS))
돌째, ASTM F3262-17 육상 탐색 및 구조를 위한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
(sUASs) 표준 분류 시스템(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sUASs) for Land Search and Rescue)
셋째, ASTM F2971-13 적층 제조로 준비된 시험 표본에 대한 데이터 보고
표준(– Standard practice for reporting Data for test specimens
prepared by additive manufacturing)
넷째, ISO / ASTM 52902-19 적층 제조 - 시험 인공물 - 적층 가공 시스템
의 기하학적 성능 평가(Additive manufacturing ‘Test artifacts’ Geometric
capability assessment of additive manufacturing) 등

미국의 공장자동화 표준제정 단체인 ISA(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의 ‘산업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보안(IACA: Industrial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Security)’ 표준화 위원회에서 개발한 ISA/ANSI 62443
표준은 IEC TC65에서 패스트트랙으로 IEC 62443 시리즈 국제표준으로 채택되
었다. 이 표준은 스마트제조 분야의 핵심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ISA의
스마트제조 보안 분야 적합성 인증프로그램인 ISASecure™은 ISCI(보안적합성
센터, Security Compliance Institute)에서 관리한다. ISA의 스마트제조 및 보

306) ASTM의 드론 관련 표준화 현황은 F38 위원회, https://www.astm.org/COMMITTEE/F38.htm
(검색일: 2019. 10. 28)를 3D 프린팅 표준화 현황은 F42 위원회, https://www.astm.org/COMM
ITTEE/F42.htm(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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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관련 표준화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ISA/IEC 62443-1 일반(General): 개념 모델, 용어 등 일반적인 사항
규정
둘째, ISA/IEC 62443-2 정책과 절차(Policy&Procedure): 산업 제어시스
템을 보유한 조직의 보안 정책과 절차에 대해 규정
셋째, ISA/IEC 62443-3 시스템(System): 시스템 통합을 위한 산업제어시
스템이 갖춰야 할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제어시스템의 위험을 줄
이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기본 요구사항(FR1 ~ FR7)을 선택해 설계 및 구현
넷째, ISA/IEC 62443-4 컴포넌트(Component):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
하는 제어기기, 장비,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취급하는 장비업체를 위한 보증
요구사항과 기능 요구사항 규정

다. EU의 표준화 정책 동향 및 제도
EU의 표준화 정책과 제도는 2013년 수립된 ‘유럽 표준화 전략 2020’307)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표준화 정책목표로 EU 표준 제정ㆍ운영 방안을 정비
하고, 다양한 표준화기관 간의 협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시행된 ‘유럽
표준화 규칙’308)은 표준화 프로그램의 투명성, 표준화 과정의 신속성, 이해관계
자 참여, 중소기업 표준화 지원 유럽 공통 표준(harmonized EN: harmonized
European standards) 제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에는 ‘EU 표준화 시스템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5대 전략 목
표를 제시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09) 첫째, ICT(Information

307) Orgalim, “Cen-Cenele European Tandardisation Strategy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308) Regulation(EU) No 102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
ober 2012 on European Standardisation, OJ L 316/12(2012. 11. 14).
30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6~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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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호환
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ㆍ보급한다. 둘째, 표준은 기업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므로, 빨라진 제품 개발주기에 부합하도록 표준
을 개발한다. 셋째, 다양한 EU 정책 및 규제를 지원하는 EU 표준화 기구(ESO: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310) 넷째, 표준은 EU 사회의 많은 집단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표준은 국
제 시장에서 EU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한다.

그림 4-2. EU의 표준화 제도 변화

자료: 백종현(2013), p. 5.

310) CEN, CENELEC 및 ETSI는 EU의 3대 표준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정책과 공통 관심 사항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협력한다. 이들 기관 간의 협력은 대표자 협의체(JPG: Joint Presidents’ Group)에
의해 조율된다.

172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환경 설계, 스마트 그리
드, 에너지 효율성, 나노 기술, 보안 및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분야에서 혁신 제
품 및 서비스에 관한 EU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확산하는 작업을 지원해 왔
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표준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표준 개발기간을 단
축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아울러 EU의
ESO가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나아가 EU 표준화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
형 잡힌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표 4-10. EU의 ICT 표준화 중점 추진 분야 및 주요 내용
ICT 표준화 우선분야

주요 내용
- 유럽집행위원회는 클라우드 상호 운용성 및 이동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ICT 표준 개발을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표준 개발기관들의 표준 정립 과정에 참여시켜 보
다 다양한 오픈소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수준 협약에 관한 국제표준 최종 선정을 지원하여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
- 유럽표준화기관, 국제표준 개발기관들과 상호 운용성을 갖춘 IoT 표준
환경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혁신연맹(Alliance of IoT innovation)의
틀 내에서 합의 도출
- 참조 아키텍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의 타기팅(targeting), 오픈 응용프

IoT

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촉진
- 상호 운용성 표준과 관련된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상호 운용적 IoT 넘버링 스페이스와 객관적 인증을 위한 공개
시스템 활성화하며 신뢰, 개인정보보호, 엔드 투 엔드(E2E) 보안 관련
표준개발을 포함한 옵션 및 가이드 원칙을 마련
- 액세스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등 5G 주요 기술과 네트워크 아키텍처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와 관련한 5G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5G 표준은 수직적 산업 내의
혁신적 사용 사례와 호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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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ICT 표준화 우선분야

주요 내용
- EU 표준화기관, 표준개발기관, 기타관계자 들을 참여시켜 IoT, 5G, 클
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
을 마련

사이버 보안

-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고려한 권고사항을
채택할 계획
- 유럽표준화기구, 표준개발기구, 기타관계자 들과 협의하여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표준을 개발할 예정
- 데이터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표준 검토를 위한 민관협력, 글
로벌 표준 논의 참여를 위한 국제협력을 지원
- 2016년 데이터 상호 운용성과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빅)데이터

할 계획으로 분야 횡단형 데이터 통합,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상호 운
용성 등을 포함
- 2018년까지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관련 표준 제정을 위해 민관 파트
너십에 기반을 두어 유럽의 여러 데이터 커뮤니티와 협력예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pp. 6-10.

EU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EU 표준화 전략을 위한 ICT 표준화
패키지(2016년)311)를 수립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5G, IoT,
(빅)데이터기술, 사이버보안의 5개 표준화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철도, 첨단제
조업, 스마트 홈 및 씨티, 스마트 농장, e-health, 스마트에너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등에 활
용하고 있다. 특히 EU의 ICT 표준활동은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현을 위해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매년 ICT 표준화
연차별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312) 2018년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에서
는 4대 분류, 30여 개의 핵심 ICT 표준화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311) EU 표준화 전략을 위한 ICT 표준화 패키지(2016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312) European Commission, “The Rolling Plan on ICT Standardis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
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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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EU의 2018년도 표준화 중점 추진 분야(ICT 분야 중심)
분류

핵심 표준화 대상 기술
5G,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부문 정보,
개방형 데이터/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e개인정보보호

키 이네비블러
(Key enabler)

전자 서명을 포함한 전자 식별 및 신뢰 서비스,
연구 데이터 및 컴퓨팅 집약적 과학을 위한 전자 인프라,
브로드밴드 인프라 매핑,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전자 서명을 포함한 전자 식별 및 신뢰 서비스,
연구 데이터 및 컴퓨팅 집약적 과학을 위한 전자 인프라
e헬스, 적극적이고 건강한 고령화,

사회적 도전

e스킬과 e학습,
긴급 커뮤니케이션 및 e-Call, 전자정부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혁신

전자조달 및 전자송장, 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디지털 영화, 핀테크 및 레그텍 표준화,
블록체인 및 분산 디지털 원장 기술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

지속 가능한 성장

ICT 환경 영향, 유럽 전자통화 서비스, 수송,
첨단제조, 로봇 및 자동 시스템, 건설,
CISE(Center for Infor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 - 해양 분야
의 공통 정보공유 환경

자료: European Commission, “Rolling Plan for ICT Standardis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EU 3대 표준화 기관인 CEN, CENELEC, ETSI와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W3C), The Open Group 등은 2007년 공동으로 개발한 표준화 지침서를 통해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의 공유영역을 최적화하여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구개발
과 표준화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EUREKA
EUropean REsearch COoperation Agency) 프로젝트에서도 표준화가
EUREKA 프로젝트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 관련이 있다고 명시하고, 표준을 연구
개발의 공식적 주제로 포함시켜 지속적 개발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특허와 연계한
표준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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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일의 표준정책과 제도
독일의 국가 표준활동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가 이루어지
는 것이 특징이다. 즉 미국과는 달리 DIN과 DIN 산하의 독일전기위원회
(DKE: Deutsche Elektrotechnische Kommission) 중심으로 산업별 협ㆍ
단체가 국가 표준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DIN은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유일한
국가표준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동시에 예산지원도 받고 있다.
독일정부에 의한 DIN에 대한 국가표준기관으로서의 인정은 1975년에 이루
어진 양자 간 협약에 기초하고 있으며,313)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
일정부는 DIN을 독일의 국가 표준기관으로 인정하고, 비정부 국제표준기구에
서의 NSB(National Standards Body, 국가표준기관)로 인정한다. 둘째,
DIN은 표준 개발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DIN
표준 초안 작성 시 이 표준이 공공행정 및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DIN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 표준화 활동을 연
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또한 이들 기관의 조언과 전문가 의견을 표준화 분야
에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DIN은 기술정보시스템(DINST)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
한 중앙 정보 문서화 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센터는 외국의 표준기구에
의해 발행되는 규정을 포함한 표준 및 기술 규격의 모든 유형뿐만 아니라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된 기술 규격을 포함하는 독일 표준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
공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행정규정에 DIN의 표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신규 발행된 DIN 표준과 DIN 표준 초안의 목록,
독일 표준 목록의 변경이나 제안된 표준 기획에 대한 참조 등을 연방관보

(Bundesanzeigier)에 수록한다. 최근 독일 연방정부는 인공지능, 스마트시

313) 독일표준협회, https://www.din.de/en/din-and-our-partners/din-e-v(검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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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차세대에너지, 인더스트리 4.0, 일렉트로 모빌리티 등의 표준화 활동에 우
선순위를 두고 관계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독일은 미국과 함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5년
에 독일 연방정부 자문위원회가 제조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
기 위해 제조 기술의 디지털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구현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독일 국가표준인 RAMI 4.0(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ndustry 4.0)을 IEC TC 65에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로 제안하였다. IEC TC 65에서는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승인
하였고, 2017년도에 IEC PAS 63088로 발간되었다. IEC PAS 63088은
RAMI 4.0은 스마트공장의 통합적 개념과 기본 구조에 대한 참조 모델로 3차
원 모델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참조 모델은 3개의 계층, 생애주기 계
층, 기업통합시스템 계층, 상호 운용성 계층에 기초하여 스마트공장 구조를 설
명하고 있다.

마. 일본의 표준정책과 제도
일본 표준화 추진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독일, 영국과는 다르게 국가 표
준화 기관인 일본표준조사회(JISC)가 정부 기관이라는 점이다. JISC는 예산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가기관으로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하나의 국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의 국가표준(JIS)을 제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기관인 일본표준협회
(JSA: 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가 일본 공업 규격(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출판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JISC의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표준과 관련된 기본법률인 기존의 ｢공업표준화법(工業標準化法)｣
은 2018년 말에 ｢산업표준화법(産業標準化法, JIS)｣으로 개정되었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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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활동의 기반이던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한 이유는 사물인터넷, 인공지
능 등 정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업 경쟁력 원천이 데이터와 데이터 분
석의 결과를 활용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산업진흥에 핵심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314)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변경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ㆍ서비스 등으로 JIS 대상을 확대하였다. 표준화의 대상으로
데이터 서비스, 경영 관리 등을 추가하고 ‘일본 공업 규격(JIS)’을 ‘일본산업표
준(JIS)’으로, 법률명을 ｢산업표준화법｣으로 변경하였다(시행일 2019년 7월
1일).
둘째, JIS의 제정ㆍ개정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표준제정이다. JIS 제정 절
차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가진 민간 기관을 인정하고 그 기관이 작성한 JIS 안
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정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
셋째, JIS 마크에 의한 기업 간 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벌칙 강화이다. JIS
마크를 이용한 기업 간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JIS 마크
를 표시한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선을 1억 엔으로 상향하였다.
넷째,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의 도모이다. 법 목적에 국제표준화의 촉진을 추
가하고, 산업표준화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국가, 국가연구소ㆍ대학, 사업자 등
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일본의 경제산업성/JISC는 2014년 ‘표준화 민관전략’315)을 수립하여 신시
장 창조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요소인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준화 민관
전략은 전략적인 표준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ㆍ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부처
나 산업 분야를 초월한 체제 정비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

314) 한국지식재산동향연구원(2017. 8. 3), ｢일본 경제산업성, 데이터 부정 취득ㆍ유통 방지 목적으로 부
정 경쟁 방지법 개정 검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315) 일본 경제산업성(2014. 5. 15), 표준화 민관전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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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일본이 국제표준화를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인재의 육성, 국제적인 연계
와 인증과의 일체적 추진을 민ㆍ관이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력해갈 필요성
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4대 실천방안은 첫째 민ㆍ관의 체제 정비, 둘째 산
업계의 표준화 전략 강화, 셋째 중소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넷째 표준화 인재의 육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방식의 R&D와 표준화 간 연계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개의 흐름, 즉 ‘전략적 국제표준화 사업’이란 명
칭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동시병행형 표준화’를 추진하는 제도와 연구개
발사업 후에 ‘FollowUp 표준화’를 추진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
리나라의 R&D와 표준화 연계제도와 외형상 유사하게 보이나, 제도의 구체성
과 정교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연계제도의 운영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추진하는 프로젝
트 중에서 ISO에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추출해 국제표준화 성공ㆍ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제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16)

316) 한국표준적합성 평가연구원(2016), pp. 37~38.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 179

연구개발

그림 4-3. 일본 NEDO의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방식

개별기업에 의한
제품개발

연구개발사업

① 선도연구

표준화

연구개발 프로젝트
동시병행형 표준화

② 연구개발

조기
국제시장
획득

국제적
기술보급

③ Follow-up 표준화
전략적 국제표준화 사업

연구개발 프로세스 실시 중에, 그 성과
보급과 함께 표준화 사업을 실시

연구개발 종료 후 Follow-up 사업으로,
성과보급과 함께 표준화 사업을 실시

자료: 한국표준적합성 평가연구원(2016), p. 38.

일본 경제산업성은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와 함께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분야의 정
부 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2]는 양국간의 신기술 표준 협력사
항을 예시한 것이다.

표 4-12. 일본과 독일의 신기술 표준협력 사항

개요
목적

⦁ 2016년 5월,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매
년 사물인터넷과 인더스트리 4.0에 관하여 정부 간 협력을 약속
⦁ 일본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목표실현을 위한 일본독일 양국간 긴밀
한 협력 추진
⦁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지원, 인적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협력

연계 활동

⦁ 플랫폼: Platform Industry 4.0과 Robot Revolution Initiative
⦁ 연구기관: 인공지능연구센터(DFKI(German Research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DFKI))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자료: 이상동, 박수진(2017),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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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추진 목표와 현황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산업부 장관)에서 ‘제4차 국
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① 글
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②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③ 윤택한 국
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④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 115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5년간 총 1조 1,414
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 기업 성장 지원에 7,523억 원
(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980억 원(17.3%)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4-13.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기본계획의 4대 분야

세부사업 수/

12대 중점 추진과제

예산

글로벌 시장창출을

➀ 스마트ㆍ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➁ 제조기반

22개 /

위한 표준 개발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➂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535억 원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➀ 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➁ 기업의 해외진출

33개 /

표준 기반 확충

지원체계 강화 ➂ 측정ㆍ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1,291억 원

윤택한 국민생활을

➀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➁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26개 /

위한 표준화

표준화 확대 ➂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758억 원

민간주도의

➀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➁ 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18개 /

표준생태계 확산

➂ 소통ㆍ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167억 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 pp. 3~10.

상기 기본계획에 따라 유관부처는 매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 5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6개 부ㆍ처ㆍ청 합동으로 ‘2019년도 국가
표준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는데, 이 시행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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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기술의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제안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민간의
표준화 관련 수요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시행계획에는 총 99
개의 세부과제에 2,751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제4차 국
가표준기본계획 내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ㆍ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
적으로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표준화에 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IoT, SW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
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위해 1,236여억 원을 지원
한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ㆍ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 제거, 미
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표준화에 556여억 원을 투자한다.

표 4-14. 2019년도 5개 부처ㆍ청의 표준화 투자 분야 및 예산
(단위: 억 원)

부처명

표준 소관 분야

표준화 중점 추진분야

과기부

ICT 분야, 측정표준 등

AI, 5G, 고부가 SW 등

산업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분야

자율주행차, 수소기술, 스마트시티 등

2019년 예산
1,236.5
700.0

복지부

보건의료정보ㆍ한의학

의료-IT융합 기술 등

72.2

환경부

미세먼지 예ㆍ경보체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

556.8

방사청

민군규격 및 국방규격

민간 전문기관 활용 표준체계 구축 등

86.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5), 산업통상자원부(2019. 5), 환경부(2019. 7), 방위사업청(2019. 5) 국가표준시행계획
및 보도자료.

나. 2019 유관부처 공동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6월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
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발
표했다. 이 전략은 20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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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하고,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을
60명으로 확대한다는 ‘300ㆍ60 프로젝트’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 전략은 자율주행차 긴급대응시스템 및 고속충전시스템, 수소 제조ㆍ저장ㆍ
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 차량용 반도체 전원ㆍ센서 성능 표준 등을
중점 분야로 삼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ㆍ헬스,
드론ㆍ해양구조물, 스마트시티ㆍ홈,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등의 국제표준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15.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중점 분야
중점분야
(국제표준 개발목표)
 전기ㆍ자율차(52종)
 에너지(수소 등)(28종)
 지능형 로봇(18종)
 스마트제조(27종)
 바이오ㆍ헬스(41종)
 드론ㆍ해양구조물(25종)
 스마트 시티ㆍ홈(23종)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등)
(33종)
 디스플레이(39종)
 스마트팜(14종)


주요 표준화 대상(예시)
ㅇ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고속 충전시스템(400kW) 표준
ㅇ 차량-차량/인프라(V2X) 통신, 정밀지도, 차선인식 표준
ㅇ 수소 제조, 저장, 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
ㅇ 발전용, 건설용, 운송용 연료전지 표준
ㅇ 협동로봇의 성능 및 안전성 표준
ㅇ 서비스로봇(개인ㆍ전문)의 성능 및 안전성 표준
ㅇ 응용S/W 및 시스템 간 정보교환 데이터 형식 표준
ㅇ 3D 프린팅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
ㅇ 유전체 데이터 상호호환 및 품질 표준
ㅇ 의약품 처방 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ㅇ 농업용, 물류용 등에 활용하는 드론 서비스 표준
ㅇ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성능평가 표준
ㅇ 도시 서비스의 인프라 간 데이터 형식 표준
ㅇ 스마트시티 내 공개 데이터 관리 지침
ㅇ 포터블, 웨어러블 반도체와 휴먼 간 인터페이스 표준
ㅇ 차량용 반도체의 전원, 센서 등에 관한 성능 표준
ㅇ AR/VR, 차량용 3D HUD 성능 평가방법 표준
ㅇ OLED 화질, 소재 등에 대한 신뢰성 시험방법 표준
ㅇ 커넥티드팜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ㅇ 스마트팜 전기전자 기자재 상호운용성 표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6. 19), ｢우리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선도｣, p. 10,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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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표준전략은 타 산업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러 유형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계획은 결과 중심적이다. 예를 들면
기획 기간 내에 달성할 분야별 국제표준화 수치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할 예산을 명확히 적시하였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산
업국가의 계획서에는 수치가 대체로 명시되지 않았고, 향후 역점을 두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분야를 명시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조정, 특히 행정부처 간 협력방안과 이종 산업 분야 간 협업에 역점을 두나, 우
리나라 계획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소 간과되어 있다.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공동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한적 숫자의 지역경제공동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중에서 아태지역
경제협의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 지역경제공
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관점에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APEC에서 논의의 결과는 대체로 강제적 이
행을 요구하지 않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APEC에서도 표준은 표준적합성분과위원회(SCS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와 통신실무그룹(TEL WG: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두 위원회(그룹)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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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PEC SCSC(표준적합성분과위원회)의 신산업 표준
정책 논의 동향317)
APEC SCSC(표준적합성분과위원회)는 APEC에서의 핵심 어젠다인 무역투
자 원활화를 논의하는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회원국 국가 규격과 국제
규격 일치화, 기술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식품 및 제품 안전, 적합
성 평가 및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교육, 산업계 및 민간
의 참여 유도 등의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다.
상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3D프린
팅(적층제조) 등에 관한 표준화 이슈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는 2017년 베트남 APEC SCSC 회의에서부터 시작하
였다. 2017년 8월 베트남에서는 스마트 도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구현에 관한 논의를 하고,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토의하였다.
회원국들은 타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개발 단계에 있는 도시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
로서 스마트시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표준
개발 초기부터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베트남은 30여 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기 위해 MoU 체결 및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가적으로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도 ‘스마트네이션’이라는 국가 비전을 정립하고, 신기술을 통해 시
민의 삶을 향상하려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에
스마트홈 및 자율차 등을 통합하여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본은 자

317) APEC CTI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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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 측면에서는 스마트
시티 평가방법 확립, 도시 기반 시설 조달의 최적화라는 명확한 스마트시티 표
준화 목표를 설립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사이버보안은 미국이 2019년에 제안한 ‘세계적으로 인정된 사이버보안 표
준 및 모범 사례 준수를 통한 무역 촉진(SCSC 02 2019)’ 프로젝트를 통해 논
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프로젝트 제안은 필리핀,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대만, 페루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중국은 TEL WG이 이 문제에 보다 적합한
회의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2019년 8월 칠레에
서 동 프로젝트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회원국들은 사이버보안
표준에 대한 포럼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
식, 비정부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 방안, 교역에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및 분야
별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APEC TEL의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논의 동향
AI, IoT, Big Data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등과 같
은 신산업 분야를 형성시키는 혁신성장의 동력이며,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원
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자국 표준이나 자국에서 개발한 표준을 국제
표준화하려는 국가 간 표준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표준에서 기술규정
이 주된 내용이고, 적합성 평가방식은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표준(강제표준 포함)이 내
재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식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적합성 평가제도는 1990년대 중반을 전(과거)과 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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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이전에는 적합성 평가제도의 정책기조가 사용자 보호의 제도화에
머물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정책기조에 따라 과거에는 사전규제/인증 확
립에 역점을 두었으며, 현재에는 사후규제/SDoC를 도입ㆍ제도화하였다.
최근 제조ㆍ유통시스템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적합성 평가체
계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
이 전개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구입(이하, 직구)한 제품은
수출국가에서 적합성 평가를 이미 충족시킨 제품이어서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
지 않아,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법률도 개인 용도
로 사용을 위한 직구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고, 소량 생산체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구매자는 아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작된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과 유통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에 적합성 평가체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생산과 유통
체계에 부합하도록 이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즉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
한 맞춤형 생산과 직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적합성 평가체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맞춤형으로 1~2개 생
산된 제품도 대량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 출시해야 하
며, 직구로 수입된 제품이 국내법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법도 부
재하다. 따라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소량생산이나 직구가 보다 안전하고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합성
평가체계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적합성 평가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시험ㆍ인증제도가 상이하여 직구나 소량제품에 대
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 ICT 제품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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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구를 제외하고는 생산ㆍ수입 제품의 수량과 상관없이 관련 기관의 시험ㆍ
인증을 받아야 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합성 평가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높다.
EU의 경우에는 ICT 제품에 대하여 사후적-사법적 규제제도인 공급자적합
성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도를 도입ㆍ운용
하고 있다. 즉 제조자의 책임하에 제품을 먼저 출시한 후, 해당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시험ㆍ인증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적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ICT 제품에 대해서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를 법정 강제 인증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제품에 무선과 유선 기능이 있으면,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시험 과정
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인 일본도 소량제품에 대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상기에서 논의한 것처럼, 국가마다 적합성 평가제도가 다르고, 기술규제 적
용의 범위도 상이하다. 따라서 대량생산-대량유통의 시대에 개발된 적합성 평
가방식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량생산과 직구의
시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될 것이므로 대량생산-대량유통
시대에 개발된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
다.318)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TEL WG은 소량생산ㆍ직구 등 새로운 제조ㆍ유
통 상황에 부합하는 적합성 평가방식을 제정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을 검토하고 있다.

318) APEC TEL 20th에서 한국 대표(이용규 교수) 주도로 소량제품과 직구제품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적
합성평가방안으로 자율 시험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는 Notification(통보) 제도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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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가. 요약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자
율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옵트아웃을 기본 접근 방식으로 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EU는 2018년 GDPR
을 발효하여 디지털 싱글 마켓의 확립을 위해 데이터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예외를 넓게 설정하고 가명처리 정보의 목적 외
처리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익명가공
정보 개념을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데이터 활용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
다. 또한 주요국 모두 공공데이터 및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품질의 데이터세트
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간 상이한 법제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무역 챕터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범을 정
하고 있으며, 최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다자간의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국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며 수집에서
의 유연성, 목적 외 처리에 있어서의 양립가능성 인정, 데이터 최소화 원칙
완화, 가명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 처리 인정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가 좁고, 데이터 최소수집의 원칙 또
한 엄격하며 가명처리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아 해석상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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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
보 마이닝, 개인정보 DB의 연동ㆍ통합, 개인정보 생성ㆍ조합, 개인정보 프로
파일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319) 이러한 제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서비
스 및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활용 제약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가명처리 정보의 개념과 가명처리
의 목적 외 처리 등의 활용범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을 위한 토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명처리 정보의 활용과 병행하여 안전장
치 마련 및 가명처리 위반 시 제재 및 감독에 대한 내용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가 부족한 것 역시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
므로 고품질 다량의 데이터세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정보이전권, 접속
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규율체계가 아직 확충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정보주체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
치를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능한 조기에 정보이전
권, 접속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의 ｢공공데이터법｣은 계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잘 개방하고 있어 우수한 평
가를 받고 있는 반면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방식의 공개는 낮으며, 이로
인해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는바, 데이터 포맷
을 표준화하고 외부 응용프로그램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와 경쟁정책의 경우, 디지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금
법｣ 규제의 루프홀(loop hole)을 차단하려는 노력과 함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행위는 주로 사전동의를 받지
319) 이창범(2017), p.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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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집중되어 있으나, 고객의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독과
점적인 시장 구조 때문에 소비자의 비자발적인 동의가 야기되어 고객이 불이익
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하락 등
을 일종의 비가격적 경쟁요소로 인식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증가를
비가격 경쟁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효과를 측
정하는 간접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320)
이 문제와 관련하여 EU의 경우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DPS)이 2008년 유
럽위원회의 Google/DoubleClick 합병 판단을 비판하면서 기업합병 시 순수
한 경제효과에 근거한 분석 외 소비자 복지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프라
이버시에 대한 침해 가능성’도 경쟁의 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일본도 특정한 디지털 플랫포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유사 서
비스로 대체하기 곤란한 상황(Lock-in)인 경우 플랫포머가 개인정보보호 수준
의 하락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서비
스를 계속 사용하는 등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소비자와 대형 플랫포머
간 관계에 사적독점,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런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려한 ｢독금법｣ 운
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인 데이터 법제 논의에서도 한발 물러서 있는데, 국내 데이터 관
련 정책이 확립되고 나면 세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국제 협상에서도 데
이터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우리 기업이 무역거래에 있어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더하는 한편, 최근 자유무
역협정에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 자
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에 대
3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8), 「2018년 법ㆍ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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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나라 법과의 상충 가능성을 점검하
고,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면서,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WTO 전자상거
래에서의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표 5-1. 우리나라 데이터 법ㆍ제도의 현행 및 향후 과제
구분

현행
동의 방식

- 엄격한 옵트인 방식
(명시적 동의, 예외의 좁은 인정)

빅데이터 시대 향후 과제
- 완화 가능성 모색
- 초기 목적과의 양립 가능성을

목적 외
처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 목적 외 처리 금지
(예외의 좁은 인정)

고려한 유연한 접근
- 목적 외 처리가 인정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등’의 범위 구체화 및 확대

데이터
최소화의

- 불필요 시 지체 없이 파기 의무

- 완화 가능성 모색

원칙
- 가명정보 개념 도입
- 현행법상 가명정보 개념 없음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 동의없이 사용가능한 목적
범위에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지침에

등 상업적 목적 통계작성,

해당(법적 근거 부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 개인의 데이터 이동권 및 접근성

데
이
터

마이

법제화 지연

- 개인의 데이터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데이터

트

정보제공의

의

공정성

보

공공

조기 마련
- 법제화 과정 중 개인정보보호
측면 고려

세

확

확보를 보장하는 법률적 체계

낮은

데이터 활용 가능성

- 마이데이터 정책의 공정경쟁에
대한 논의
- 공공데이터 약 90%가
파일데이터
- 데이터 식별자를 제공하지 않음

- API 제공기관과 제3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조항 법제화 등
- 기계판독 가능한 오픈 포맷
방식의 정보 제공
- 통일된 식별 번호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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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구분

현행

빅데이터 시대 향후 과제
- 디지털 및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평가

- 평가 원칙 논의 중 /
가이드라인 부재

또는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

데이터
독과점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서비스 - 우월적 지위의 플랫폼 기업 등에
품질 하락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방지)

- 사업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비자 복지의 하락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고려 필요

WTO
전자상거래

- 적극적 참여

- 중견국으로서 논의 선도

협상
국경간

FTA

데이터 이전

디지털무역

조화

챕터
EU
적정성 결정

- 동향 파악

-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모니터링
및 국내법과의 상충 가능성 검토
- 법 개정을 통한

- 적정성 결정을 위한 노력 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권한 강화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시사점
데이터 경제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법ㆍ제도 개선의 측
면을 살펴보았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
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 통과를 앞둔 주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안
(2018. 11. 15)이 발효되고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
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개념
신설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
우를 구체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가명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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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하게 되면 이에
맞춰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또한 나오게 될 텐데, 이때 가명정보의 기준과
그 활용 범위을 명확히 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
자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과 관련하여 관리당국은 책임감 있게 감독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주요 개인정보보호 관
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독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로 일원화될 텐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중첩적으로 적
용되어 개별 법 각각에 대해 검토해야 했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과거 흩어져 있던 기능들이 잘 이관되게 하여 전
문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5-2. 주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안(2018. 11. 15) 주요 내용
구분

대표발의자/소관위

주요 내용
- 가명정보 개념 도입
-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
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16621호

인재근 의원/
행안위

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 개보위로 일원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명정보 처리 또는 데이
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 및 식별화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 매출액 3%에 달하는 과
징금 부과가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16622호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노웅래 의원/
과방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
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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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구분

대표발의자/소관위

주요 내용
-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조치 처리)한 개
인신용정보)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
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가능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6636호

김병욱 의원/
정무위

-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를 의무화하였
으며 영리ㆍ부정한 목적의 재식별 시 징벌적 과징금 부
과 등 엄격한 사후 처벌을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
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 중복 조항을 정비
-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를 도입하고 ‘프로파일링 대응권’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16621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16622호;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6636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혁신성장이 가속화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강조되
어야 하는바,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인정보의 열람권 및 접근권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제4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
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 활용
목적, 수집ㆍ활용한 개인정보 항목, 보관기간 및 개인정보 파기 시점, 제3자 제
공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해 동의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가 용이
하지 않다. GDPR 제19조는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 제한에 관
한 통지의무에 있어 정보주체가 요청 시 정보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
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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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되고 있는지 열람하는 것이 용이해야 이에 대한 통제도 가능한바, 개인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링크 등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정
보 열람권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하며, 비단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
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 받아야 한다. 향후에는 사전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 목
적 외 처리, 제3자 제공의 가능성이 있는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
우 정정ㆍ삭제 요청권, 처리정지권 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기
초작업으로 열람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데이터 접속권 및 이전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CCPA에서도 소비자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전
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321) GDPR 제20조에서는 개인정보 이전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람(사
본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여 사본 발급의 방법으로 전자파일이 가
능한바 접근권 규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이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정보 이전권은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정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게 하여 개인정보
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정보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정
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금융분야에
서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이전권을 도입하여 통합
조회, 재무분석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
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
이터 이전권은 비단 금융분야뿐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확대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해 그 분야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집합물을 안전
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일부 예외적
인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 DB의 연동ㆍ통합,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등이 허용
321) CAL CIV. CODE § 17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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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에
서만 결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데이터 결합ㆍ
유통을 특정기관만 할수 있게 함으로써 여전히 지나치게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
다는 견해가 있는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 DB 연동 및 통합, 프로파일
링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으로, 데이터 관리 책임의식(data steardship)을 함양하는 것
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에 있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데이터 국경간 이전과 관련한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재는 요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동의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정안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향후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될 경우 개인정보가 이전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국경간 이전을 위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일관된 기준이 없을 경우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
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비칠 염려가 있는바, 국외 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 데이터 보
호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협정 등을 통한 상호운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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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가. 요약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
해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보다 확실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
고 있으며, 동시에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인 AI 관련 기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의 기술적인 사상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특허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증
가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SSB 판결로 대표되는 친특허정책의 시기를 보내
다가 2015년 Alice 판결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해석을 제한적으로 내
리고 있었다. 한편 USPTO는 PEG 2019를 통해 Alice/Mayo 테스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AI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 특허적격성 범
위를 다시금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적격성 판단을 내려왔으나, 적격성 판단의 기준을
‘기술적 공헌’으로 삼던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변경하면서 특허적격성의 요건
을 완화시켰다. 특히 EPO는 2018년 11월의 특허적격성 심사 가이드라인 개
정안을 통해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관련 기술 특허심사의 기
준을 명확히 하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훈련 데이터 세트의 사
용과 개발을 포함하는 청구항도 특허 적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미
국과 유럽에 비해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범위가 넓은 일본은 우
리나라와 유사하게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의 창작’인지 여부
로 심사를 하고 있다. 최근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AI 관련 기술 사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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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현성의 결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
련 발명 특허적격성 심사 기준의 전체적인 구조는 일본의 것을 상당 부분 차용
한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의 판례를 발빠르게 반영하는 형태로 심사 기준을 발
전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주된 논의는 청구항의 형식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발명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심사의 기준 재정
립이 필요하며, AI 기술이 가진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심사 실무상 문제점 해소
를 위한 논의는 차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의 기술이 발전하고 창작 활동 또한 고도화되면서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를 중요한 이슈로 여기고, 권리를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는 AI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창작 의지를 독
려할 수 없고, 저작권 취득 후 라이선싱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불가능하며, 인
간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 대량의 저작물들을 생성해내는 데서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은 총리실 주도하에 AI 관련
지식재산체계 개혁을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AI 창작물의 보호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에 법률상의 인
격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그에 앞서 단계적인 접근법으
로서 AI 창작물을 다루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로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프로그래머나 사용자 등에게 달리 나누는 방안 등
도 제안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을 인간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AI 창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부터 국가지식재산위
원회 산하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창작물의 보호를
주요 의제로 삼고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구체적인 방안
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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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AI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의 측면
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관련 발명과 관련한 논의의 방향성이 전환되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간주하여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매체특
허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심사기준상 청구항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
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
이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염두에 둔 가운데 형식적 표현에 있
어서는 심사기준의 완화를 고려하되, 기술적 사상의 부가를 판단하는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AI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된 AI 모델은 초기에 입력하는 학습용
데이터의 종류와 학습 기간, 그리고 학습량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반복
재현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바이오 분야의
미생물 기탁제도를 참고한 등록제도이다. 복잡한 구조로 인해 타인에 의한 반
복재현에 어려움이 있는 미생물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출원된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에 기탁하고 이후 제3자에게 분양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AI 알고리즘 특허출원에 적용해서 AI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 학습된 모델
등을 특허청 등에 등록하게 한 뒤, 제3자가 요청할 경우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
여 직접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AI 관
련 특허 출원 시 발생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해결 가능할
것이다.
셋째,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체는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이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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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AI가 저작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AI의 기
술 발전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 시기상조이다. 현 시점에서는 AI의 창작
활동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한 뒤 AI의 법적인 지위를 ‘법인’ 체계에 포함하고,
업무상저작물과 비슷한 형태로 프로그래머나 사용자 등이 시나리오별로 단독
또는 공동 저작자가 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여타 창작물에 비해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
호할 필요가 있다.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AI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발생을 무방식주의가 아닌 등록 요건으로 바꾸고, 권리의 침
해는 실질적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요건으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현행 저작권 존속기간보다 훨씬 짧은 보호 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일반 창작물과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다르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AI 창작물에 대
한 일정한 표시제도가 필요하다. AI 창작물에 마크, 성명, 저작연도 등을 부착
함으로써 실무적으로 AI 창작물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창작물 유통 및 거래 절
차의 복잡함을 줄일 수 있다.

3. 혁신성장과 표준
가. 요약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표준정책을 신산업 표준화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 표준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표준은 1990년대까지는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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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선진국들이 개발한 선진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개발도상국들이 도입ㆍ사
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국제표준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표준을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다각화되고 있다. 특
히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표준강국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현상이 신
산업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요 산업 선진국은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 국가표준으로 선순환되
기 위해 표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별로 국가정책과 전략이 상이
하며, 이러한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표준거버넌스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표준활동에서 민관의 역할, 부처간 협력수준, 권한의 집중 및 분
산 정도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과 명성을 가진 ASTM, IEEE 등 약
240여 개의 표준개발기관(COSD)이 십만여 종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이 중
미국표준협회(ANSI)가 인정하여 미국표준(ANS)으로 등록된 표준은 약 1만
1,000여 종이다. 당연히 이들 국제적 명성을 갖춘 표준개발기관이 미국의 표
준 제정 및 확산을 주도하고 있고, 표준정책 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나아가 이들 표준개발기관은 국제 표준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표준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민간 또는 시장의 표준활동에 이해관계자
(stakeholder)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수요(needs)를 공유 또는 반영하고, 둘째
민간이 제정한 표준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기술규제 등에 사용
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보안,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
야는 NIST, NIH 등 관련된 국가연구소 등을 통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넷째 미국의 무역대표부, 상무부 등은 통상협상 등에서 미국 중심의 민
간 표준이 사용되고, 동시에 ISO, IEC, ITU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국
가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표준화 활동은 조직 구조적으로는 상무부 산하 미국표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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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연구소(NIST)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기술
이전촉진법(NTTAA)｣과 1998년도에 체결된 미국표준협회(ANSI)와 미국표준
기술연구소(NIST) 간의 MoU에 따라서 NIST가 ANSI 등 주요 민간표준화 기
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NTTAA에 의해, 연방정부는 민간표준단체
에서 개발된 표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NIST가 표준 개발에 있어
연방의 참여와 표준의 사용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담당기관이 되었다.
EU의 표준화 정책과 제도는 2013년 수립된 ‘유럽 표준화 전략 2020’에 토
대를 두고 있다. 이 전략에서 EU는 변화하는 세계시장과 경제 환경에 유럽 경
제사회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럽 표준화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유럽표준 제
정ㆍ운영 방법과 다양한 표준화기관과의 협업을 표준화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시행된 ‘유럽표준화 규칙’에 따라서 표준화 프로그
램의 투명성, 표준화 과정의 신속성, 이해관계자 참여, 중소기업 표준화 지원
유럽 공통표준(harmonized EN) 제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EU 표준화 전략을 위한 ICT 표준화
패키지(2016년)를 수립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5G, IoT, (빅)
데이터기술, 사이버보안의 5개 표준화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철도, 첨단제조
업, 스마트 홈 및 씨티, 스마트 농장, e-health, 스마트에너지, 지능형 교통 시
스템(ITS), 커넥티드 자율자동차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의 ICT 표준활
동은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구현하기 위해 높은 우선순
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매년 ICT 표준화 관련 연차별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에서는 4대 분류, 30여 개의 핵심 ICT 표
준화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국가 표준활동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가 이루어지
는 것이 특징이다. 즉 미국과는 달리 독일표준협회(DIN)와 DIN 산하의 독일전
기위원회(DKE)를 중심으로 산업별 협회ㆍ단체가 국가 표준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표준협회(DIN)는 1975년 독일 연방정부와의 협력으로 유일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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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예산지원도 받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행정규정에 DIN의 표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신규 발
행된 DIN 표준과 DIN 표준 초안의 목록, 독일 표준 목록의 변경이나 제안된
표준 기획에 대한 참조 등을 연방관보(Bundesanzeigier)에 수록한다. 최근 독
일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차세대에너지, 인더스트리 4.0, 일렉트로 모빌리
티 등의 표준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본 표준화 추진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독일, 영국과는 다르게 국가 표
준화기관인 일본표준조사회(JISC)가 정부기관이라는 점이다. JISC는 예산이
100% 정부로부터 유입되는 국가기관으로 경제산업성(METI)의 국(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국가표준(JIS)을 제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기관인 일본표준협회(JSA)가 일본 공업규격(JIS)의 출판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
으며, JISC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표준과 관련된 기본법률인 ｢공업표준화법(工業標準化法)｣을
2018년 말에 ｢산업표준화법(産業標準化法, JIS)｣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사유는 ① 데이터ㆍ서비스 등의 대상 확대 ② JIS의 제정ㆍ개정 단축 ③ JIS 마
크에 의한 기업간 거래 신뢰성 확보 ④ 국제 표준화 활동의 촉진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면
서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되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응이 산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방식의 R&D와 표준화 연계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데, ‘전략적 국제표준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동
시병행형 표준화’를 추진하는 제도와, 연구개발사업 후에 ‘FollowUp 표준
화’를 추진하는 제도,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R&D와 표준화 연계제도와 외형상 유사하게 보이나, 제도의 구체성과 정교함
이 높다. 특히 연계제도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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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추진하는 프로젝
트 중에서 ISO에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추출하여 국제표준화의 성공ㆍ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제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
울러 일본 경제 산업성은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와 함께 스마트제조, 사물
인터넷 분야의 정부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2016년 3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제4차 국가표
준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시행계획에는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하
기 위한 이행과제로 총 99개의 세부과제, 2,751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이 포
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ㆍ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표준화에
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IoT, SW 등 첨단 ICT 분야 기
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약 1,236억 원
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ㆍ국제 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제
거,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표준화에 약 556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6월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
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발
표했다. 이 전략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 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하고,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300ㆍ60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속한 지역협의체인 APEC(아태지역경제협의체)의 표준
화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APEC은 아․태 공동체 비전 달성을 위해 보고
르 목표로 대표되는 무역․투자 자유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 비즈
니스 원활화(BF) 등의 3대 축으로 설정․운영되고 있다. 이 중 표준화에 대한 논
의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특히 표준적합성분과위원회(S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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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신실무그룹(TELWG)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APEC SCSC(표준적합성분과위원회)는 APEC의 핵심 어젠다인 ‘무역투자
원활화’를 논의하는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표준과 관련
하여 APEC SCSC에서는 회원국 국가 규격과 국제 규격 일치화, 기술인프라 개
발을 위한 협력 증진방안 논의, 식품 및 제품 안전, 적합성 평가 및 MRA 협력,
교육, 산업계 및 민간의 참여 유도 등의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4차 산
업 혁명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3D 프린팅(적층제조)
등의 표준화 이슈 및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수소경제 등의 분야
에서 표준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PEC TEL(통신실무그룹)에서는 소량생산과 직구의 확산에 따른 적합성 평
가제도 혁신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상기 주제를 집중
적으로 토의할 소위원회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한국의 주도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방안에 대해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지
고 실현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주요 산업 선진국이나 지역경제 공동체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와 관련된 표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
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표준개발기관(SDO)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국의 혁신성
장을 위한 표준 전략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전략을 보완하여야 한
다. 아울러 국가 R&D의 규모와 표준화 역량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
련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분야의 표준 개발에 집중
하고, 이렇게 개발된 표준이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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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국가표준 활동을 조망하면, 양자는 동시에 같은 방향
으로 진화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 모델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
하고 있다. 실제로 모방형 전략을 취하는 중국을 필두로 한 후발공업국의 추격
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발전 전략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발전 모델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분야에서도 우리의 발전 모델
이 과거의 모방자(rule follower)에서 선진국과 표준화를 경쟁하는 표준 제정
자(rule maker)를 지향하는 전략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표준 발전전략도 주요 산업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발전전략을 면밀히 조
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논의한 주요 선진국의 표
준화 전략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산업 선진국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자국 주
도에 의한 표준이 채택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WTO 출범으로 회원
국이 TBT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 표준제정 시 국제표준을 우선 고려해
야 하는 상황이 관례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
면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 산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자국 산업 발전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주요 산업 선진국은 표준 활용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표준
제정 기간 단축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 표준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5~2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의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제
정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 신속처리방안(fast track)을 도입하고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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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제정 소요기간의 단축은 산업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셋째, 국가 R&D와 표준의 연계전략 추진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고,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 효과
적이다.
넷째,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국가표준 우선활용 전략이다. 즉 기술규제
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표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전략 역시 국
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기술의 융복합 현상에 맞추어 표준 관계부처 간 협력을 끌어내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분야별로 담당 행정부처가 달라, 기술의
융복합 현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내 조정기구 등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상기와 같은 전략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차
지하고 있는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기에
서 언급된 주요 선진국의 표준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
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환경에 부합하는 표준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부터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 국가표준으로 선순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 선도기술-국제표준-국가표준의 과정이 반복되고, 이러한 경험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고 활용되어야 글로벌 시장의 표준 제정자로서 위상을 공고
히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표준개발기관
을 배출하여야 표준강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역내에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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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표준개발기관이 200여 개에 달하고, IEC와 같은 국제표준기구는 이
들 기관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표준개발기관 양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야 한다. 아울러 표준을 선도할 인력의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
론 이러한 분야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꾸준히 투자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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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novative Growth Strategy in the US, Europe, and Japan
Part 2: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Changes
Hyunsoo Kim, Minji Kang, JungEun Lee, and Lee Yong-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stitutional changes
implemented by the regulatory bodies in developed countries-such as the
U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stitutional and legal changes taken by major
countries and Korea on the three major topics of Big Da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nd standards.
Chapter 2 deals with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data regulation, and
examines institutional and legal changes implemented by major
countries. In the first section, this chapter first identifies the key
challenges in today’s “data era” as: 1)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data protection and data usage, 2) securing access to datasets, 3)
regulating data monopoly, and 4) regulat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and achieving global harmonization. Section 2 analyzes data regulations
in the US, the EU, Japan, and Korea, focusing on each country’s
regulations on opt-in (requiring express consent from the individual in
order to process their data) or opt-out methods, data purpose limitation,
data minimization, and the pseudonymization/anonymization of data.
Section 3 examines regulations related to Midata and public data-both of
which can help secure datasets available to data utilizers-in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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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In Section 4, we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which is a relatively new issue in the field. Section 5
wraps up the chapter with a discussion on regulat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and achieving global harmonization.
Chapter 3 examines IPR issue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fter reviewing the status and development
trends of AI in this era of innovative growth, this chapter outlines two
major issues in the IPR area that have emerged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first is the issue of IP protection for AI systems. Many
countries recognize that the development of algorithms or software is a
crucial driving force for AI development, and thus endeavor to encourage
development of algorithms and software by enhancing their legal
protection framework. Some countries-like the US, the EU and Japan-are
considering not only copyright but also patent and trade secret
protection, in protecting AI-related IP. This study looks into the cases of
the US, the EU, and Japan to identify trends in legal protection for
AI-related technology. The second issue regards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created by AIs, and whether AI innovations (in which AI holds
the patent) necessitate legal protection. The US and Japan so far have
taken negative stands on granting patents to AI systems, but at the same
time their governments are keeping an eye on changes in trend.
Chapter 4 observes the growing importance of standards, and how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Germany, and Japan are
responding to the trend. As the society advances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haracterized by “hyper-connectivity,” the importance of
standards-as a key instrument in connecting different devices together-is
all the more emphasized. This chapter focuses on major countries’
development of standards systems, standards policy, and the recent
trends in standards R&D.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problem of
linkage between R&D and standards, and between standar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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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and each country’s efforts in harmonization. It also
introduces the recent discussions on standards policy and conformity
assessment in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

and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 WG).
Lastly, Chapter 5 analyzes the measures to improve Korea’s institution
and legal system in relation to data regulation, IPRs, and standards. In the
data regulation sphe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data law in
order to allow for more data utilization, while providing a practical level
of protection. The revision should also be in line with the level of
protection required by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order to pass the adequacy test. To expand the dataset and
prohibit data monopol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data transfer. Regarding IPRs, the discussion on computer-related
inventions should focus on determining the criteria for “creative
concepts” or technical features. Also, regulations that address the
problem of repeatability, which is common in AI-related invention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t will also be advisable to apply more
limited protection to creations by AI. Finally, in the area of standards, the
government must strive for the adoption of Korea’s national standards by
international standards bodies. It should also make efforts to reduce costs
by: 1) shortening the standard-setting period, and 2) utilizing
government-funded R&D projects by extracting national standards from
the projects and promoting these to become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minimize the time and cost required to
establish technical regulations by harmonizing technical regulations with
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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