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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리말
ICT 분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ICT 혁신은 언제나 시장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새로
운 이슈를 가져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 분야 정책연구의 선도기관으로써, 매년 새로운
ICT 이슈를 발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연구 시리즈를 추진하고자 합니
다. ‘2022년 ICT 주요 이슈‘는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산물로서, KISDI 프리미엄리포트에서 선별
한 주요 이슈들을 모은 결과물입니다.
첫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가 갖는 의의를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에서 플랫폼에 대한 최적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환경에서, 메타버스라
는 새로운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원칙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의 확산이라는 환경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분야로 미
디어 산업에 주목하고, OTT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패권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데이터 패권 이슈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우리이 대응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
습니다.
넷째, 2022년에 주목해야 할 기술혁신 분야로 인공지능을 선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인
재, 산업, 정치 측면에서의 변화를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 국제 규범 논의가 2022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의 공개·이전 관련
무역규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비차별 규제 관련 무역규범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2022년 ICT분야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 초석이 되고, 유관 기관의 ICT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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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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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CT 주요 이슈

목차

01

서 론 ·················································································· 1

02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7

03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 37

04

미ㆍ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 63

05

2021년 AI 주요 이슈 및 전망:
State of AI Report 2021를 중심으로 ·································· 91

06

디지털 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 121

07

5대 이슈의 주요 정책 시사점 ·············································· 149

표 목차
································

24

··································································

24

<표 2-1> DMA 5조(게이트키퍼가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
<표 2-2> DMA 6조 주요 내용

<표 2-3> 미 하원 플랫폼 패키지 법안 주요내용

·············································
·········································

29

··························································

30

<표 2-4>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주요 법안 비교
<표 2-5> 플랫폼 시장구조 결정 요인

················

47

·························································

48

<표 3-1> 주요 대형/중대형 스튜디오의 영화 계약(output deals) 현황
<표 3-2> ‘블랙위도우’ 동시개봉 실적

<표 3-3> 국내 주요 OTT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

·········································

56

····························································

71

····················································

72

· ······························································

73

<표 4-2> 출신국가별 미국 내 해외유학생
<표 4-3> 국가별 미국 유학생 수

51

· ·····································

<표 3-4> 넷플릭스, 가입자 당 프로그램 평균 지출액
<표 4-1> 미국의 대 중국 제재 수단

26

··························································

79

······························································

81

<표 4-4> 미국 혁신경쟁법 주요 내용
<표 4-5> 중국 부가통신사업 분류

··············································

85

·····························································

86

<표 4-6> 개인, 기업,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표 4-7> 미중의 데이터 안보 전략

<표 4-8> 주요국의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
·················································

89

···················································

97

<표 4-9>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
<표 5-1> State of AI Report 2021 구성

<표 5-2> State of AI Report 2020 전망 내용 검토 결과

································

97

····································

108

··················································

117

<표 5-3> 컴퓨터 비전 분야 AI 시스템 성능 개선 효과
<표 5-4> State of AI Report 2021 전망

87

CONTENTS
············

130

················

132

·························

135

<표 6-1> 컴퓨터 설비의 위치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표 6-2> 국경간정보이전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표 6-3> 소스코드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

137

·······

141

<표 6-4> 암호와 사용 ICT제품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JP-UK CEPA협정)
<표 6-5>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그림 목차
[그림 2-1]

메타버스 컴퓨팅 스텍(stack)

[그림 2-2]

Cross-Platform Delivery Matrix

[그림 3-1]

연령별 코로나 19와 방송/OTT 이용변화 인식

[그림 3-2]

코로나 패데믹이 미디어분야별 소비에 미친 영향

[그림 3-3]

최근 5년간 극장 관객수 비교(좌)/영화 개봉작 및

···················································

극장 관객 수(1~3월, 천명)(우)

···········································
······························

16
21
44

···························

45

·················································

45

· ·····

48

·················································

50

[그림 3-4]

2021년 미국 영화개봉 유형별 매출 점유율(좌)/마블스튜디오(우)

[그림 3-5]

OTT서비스 미디어시장 점유율

[그림 3-6]

국내 주요 OTT서비스 이용자 수 추이(’20~’21.9)

[그림 3-7]

글로벌 OTT서비스 수 규모(좌)/사업자 유형별 OTT서비스 수 규모(우)

[그림 3-8]

美 OTT(SVOD) 가입자 점유율 추세

[그림 3-9]

美, MVPD 가입자 추세(좌)/인구 당 OTT 가입률 지수(우)

· ························

51

·

52

··········································

53

···············

53

···

54

·····························································

55

[그림 3-10] 韓, 유료방송 가입자 추세(좌)/주요 OTT서비스 이용자 규모 추세(우)
[그림 3-11] 미, 주요 미디어사업자 제작비 규모 추세(좌)/수입 대비
콘텐츠 투자 비중(우)

·······················

56

························

57

·······················································

58

[그림 3-12] 넷플릭스 글로벌 진출 현황과 가입자 규모 증가 추세
[그림 3-13] 넷플릭스 신작 출시에 따른 일 사용자 수 변화 추이
[그림 3-14] 넷플릭스의 빅데이터 활용

· ···

59

··········

61

···························

69

····································

70

·······································

72

[그림 3-15] ‘넷플릭스닷숍’ 소개 화면(좌)/‘왓챠피디아’ 문화콘텐츠 추천 앱(우)
[그림 3-16] 국가별 OTT서비스 선호도(좌)/넷플릭스 상위 10위 타이틀(우)
[그림 4-1]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투자액(좌) 및 특허수(우)

[그림 4-2]

세계혁신지수(Gobal Innovation Index)

[그림 4-3]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 추이

CONTENTS
73

[그림 4-4]

미국 내 유학생 출신국가 비중

[그림 4-5]

중국의 주요국과의 국제공동연구 비중 추이

[그림 5-1]

MuZero와 기존 강화학습 모형과의 비교

[그림 5-2]

Graph neural network의 키워드 순위 변화 추이

[그림 5-3]

미국, 중국의 연도별 STEM 박사 졸업생 수 추이

[그림 5-4]

주체별 딥러닝 논문 발간 비중

[그림 5-5]

학계-산업계 간 일자리 이동 추이

[그림 5-6]

AI 기술 분야와 AI 非 기술 분야 간 성별·인종별 구성 차이

··············

105

[그림 5-7]

AI 기술 분야와 AI 非 기술 분야 간 성별·인종별 구성 차이

··············

106

[그림 5-8]

근로자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Intenseye의
컴퓨터 비전

[그림 5-9]

··················································
··································

····································

102

··························

103

·················································

104

·············································

105

107

······························

107

····················································

109

···························································

109

모형 중심의 AI에서 데이터 중심 AI로의 전환

[그림 5-10] 반도체 수령 기간 변화 추이

·····································

110

···········································

111

[그림 5-12] Google Sheets의 맥락 기반 수식 입력
[그림 5-13] 국가별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 추이

[그림 5-14] Round별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 추이

·······································

111

································

112

··········································

113

·································································

114

[그림 5-15] 최근 12년간 분야별 투자 규모 및 투자 건수
[그림 5-16] 국가별 AI exit 규모 추이 규모 추이
[그림 5-17] 기업별 AI 신뢰도

101

························

· ······································································

[그림 5-11] 반도체 수령 기간 변화

74

[그림 5-18] 기업별 AI 조정 전담 연구자 수

················································

114

[그림 5-19] 기업별 AI 조정 전담 연구자 수

················································

115

· ································

116

·················································

119

[그림 5-20] 중국의 윤리적 AI 시스템 설계를 위한 노력
[그림 5-21] 신경망 기술의 학습 비용 변화
[그림 6-1]

테이터 규제조치의 글로벌 현황(2021년 7월 기준)

[그림 6-2]

데이터현지화 규제조치의 글로벌 증가추세(1960-2015)

························
················

127
127

P

A

R

T

01
서론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1
서론
●

ICT 주요 이슈는 큰 틀에서 디지털 전환(DX)이라는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이슈들임

●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각 산업분야에의 적용을 넘어서서,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혁신과 창조의 의미도 내포
- 디지털 전환은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지배’(Software eats the world)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데이터 경제, 혁신 경제, 4차 산업혁명 등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플랫폼의 확산과 영향력 확대가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ICT
이슈가 등장
- 전체 컴퓨팅 stack의 변화 → 디지털 전환의 심화와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 → 산업 지평의 변화
및 국가간 경쟁력이나 기술패권의 변화를 좌우

3

- ICT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에 따르는 새로운 이슈의 대두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

●

이에, KISDI의 ‘ICT 2022 주요이슈’는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이슈로 다음과 같은 5대 이슈
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①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빅테크’에 대한 유럽 및 미국의 규제정책은 2022년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
-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음
-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는 기존 플랫폼의 방어 또는 진출 전략이나 시장 지배력 행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대두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 플랫폼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
• 메타버스의 의의 및 전망, 이에 대비하는 규제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모색하였음

서론

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

②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 디지털 전환의 충격이 가장 앞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미디어 산업
- 특히 OTT의 대두가 미디어 산업분야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
점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함
•영상상품의 전통적 가치창출 메카니즘의 변화
• 미디어 사업자들의 OTT시장 진출에 따른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특징
•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과 경쟁전략

③ 미·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데이터 패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보 호와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속성을 지닌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데이터 안보(Data Security) 차원으로 진화하여 데이터를 매개로 한 신냉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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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정책, 중국의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정책 등

2022 ICT 주요 이슈

- 이에, 상대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물론 무역 협정 등 군사 동맹에 비견할만한 ‘데이터 동맹(Data
Alliance)’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중의 데이터 경쟁의 속성과 동인을 분석함

④ 인공지능
- 2022년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기술혁신 분야로 인공지능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
• 전 세계적으로 대형언어모델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
• 인재 부문에서는 1980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연구 실적이 전혀 없었던 중국이 오늘날 가장
많은 양질의 AI 연구를 발표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빅테크 기업이 유명 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지속하면서 인공지능 연구의 탈민주화가 진행 중임에 주목
• 산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생태계가 대형 IPO를 통해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으
며,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 사례가 발견
• AI Safety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EU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AIA) 발의 내
용을 점검

⑤ 디지털 무역규범
- 2022년은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디지털 방식에 의존하는 무역 전반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디지털 무역규범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국제 경쟁과도 연관성이 높은 이슈
-이
 에, 디지털 무역규범 관련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은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함
•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
•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의 공개ㆍ이전 관련 무역규범
•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비차별 규제 관련 무역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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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化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가 진행 중임. 특히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latency)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
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
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
폼, 메타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
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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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

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regime)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이에, 본 리포트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10가지 플랫폼 규
제 원칙을 제시하였음.
①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규제
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간 상대방 영역 진입을 통한
경쟁, 즉 멀티호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
②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break-up) 등과 같은 강
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간 경쟁을 저
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③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 촉진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계의 게임의 룰(rule)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이러한 패러다임 변

④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성
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
⑤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tying) 경우, 멀티
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
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 서비스化를 촉진시키고 OS 게이트키퍼가 ‘플랫
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⑥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 명료화
⑦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 직함. 대
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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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임
⑧ 유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간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2022 ICT 주요 이슈

regulation regime) 구축
⑨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⑩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해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

su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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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Regulation in
the age of Metaverse

This report suggests 10 principles of regulation on digital platforms, based on the
two grand trends of digital platform development. Digital platforms are extending their
reach on almost every industry, including finance and mobility services. Moreover,
the transition toward ‘metaverse’ drives the innovation of whole computing stack,
including hardware, divice, network, cloud infrastructure and service platforms.
Such a paradigm shift usually involves the change of competition environment,
business model and major players. One example of recent paradigm shift is the
‘commoditization of digital content delivery’, which implies the weakening of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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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gatekeer’s dominance.

including EU’s ‘Digital Service Act’, U.S. Senate’s ‘Open App Market Act’ and KCC’s
regulatory plan on digital platform.
In conclusion, this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10 principles of regulation on digital
platforms:
① Case-by-case approach: to focus on the posibility of multihoming
② Strong regulation such as restriction on M&A and break-up is not desirable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M&A is not common, and there is no global platform
giant in Korea.
③ When multihoming is not possible, utilize measures to promote disintermediation
to restrict the market power of dominant platform.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With this perspective, this report reviews the major documents on platform regulation,

④ Consider data portability in order to reduce the switching cost of users when data
is regarded as main source of market power
⑤ Since multihoming is practically impossible in the OS market, OS/devise
gatekeepers need to permit alternative payment methods, bypassing
gatekeeper’s IAP. Such a regulation will promote future metaverse platforms as
well as current digital contents platforms.
⑥ Transparency requirements on the contractual terms of platforms between
business/end users and platform providers.
⑦ Promote market entry by platform providers on the offline market in order to
enhance innov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12

⑧ Bulid 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including all stakeholders
⑨ Investigate new regulation issues in the age of metaverse such as cryptocurrency

2022 ICT 주요 이슈

governance in the metaverse platforms
⑩ Join the global regulatory harmonization effort

1
개요: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
◆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는 현재는 물론 미래 플랫폼의 발전 경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됨
●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소수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차적인 촉발 요인
- EU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2019)’, 영국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2019)’, 미국 스티글러 센터 ‘Singler Committee on Digital Platform, Final Report(2019)’
등 3가지 리포트가 논의의 본격화를 촉발
• 미국의 경우 경쟁법 역할 강화를 지지하는 뉴브랜디안(neo- Brandeisians) 운동 활성화(리
나 칸 FTC 의장이 대표적인 뉴브랜디안)

- EU의 ‘Digital Market Act’, 미 의회 ‘플랫폼 법안 패키지’ 및 ‘개방 앱 시장 법안’(Open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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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Act) 등으로 입법화 추진 중

국내에서도 플랫폼 3법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 심화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2020. 12) 등

●

이러한 국내외 ‘techlash’는 미래 플랫폼의 전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 시대의 플랫폼 규제
●

최근 플랫폼 규제 본격화의 동기는 과거에 대표적인 거대 ICT 기업에 대한 규제인 MS 사례가
PC시대 거대 기업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과 유사
- MS 사례는 PC에서 모바일로의 컴퓨팅 패러다임의 전반적 변화의 시기에 이루어짐
- MS라는 PC시대 주도 플레이어에 대한 규제와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새로운 주도 기업, 새로운 게임의 룰을 초래
• 정보처리의 주요 수단이던 PC가 모바일 인터넷에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새로운 게이트키퍼가 등장하고 앱마켓, 데이터 기반 온라인 광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시장을 주도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

이에, 최근 규제 체제(regime)의 변화 움직임이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규제 체제의 변화가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주목할 필요
- 개별 플랫폼 시장의 특성은 물론, 플랫폼의 전개·발전방향에 대한 조망(perspective)을 바탕으
로 규제의 순기능/역기능, 각 규제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점검할 시점
• 플랫폼의 존재 의의에서부터, 개별 플랫폼의 시장 특성, 이해당사자간 입장, 미래 발전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규제 체제의 변화가 미래 플랫폼의 발전과 순기능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이여야 함
- 과잉/과소 규제를 회피하고, 플랫폼의 전반적 진화,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여야 함
• 모바일 시대 특정 플랫폼에 의한 지배력의 핵심적인 원천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
• 성공적인 규제 체제는 이미 진행중인 플랫폼간 경쟁이나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이용자들
이 지불하는 영역의 변화, 이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 전체 컴퓨팅 플랫폼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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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의 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임

2022 ICT 주요 이슈

2
두 가지 측면에서의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플랫폼 규제
◆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플랫폼化의 영역 확대, 수직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메타
버스 플랫폼의 대두가 진행 중
●

플랫폼化의 영역 확대
- 디바이스, 생산 현장, 사물을 막론한 사람간, 기계간, 사람과 기계간 연결의 확대가 플랫폼化의
영역 확대의 기반을 제공
- 핀테크의 확대를 통한 플랫폼 중개 영역의 확대, 원격의료, 원격교육, IoT,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
의 본격화에 주목할 필요

●

유동성이 낮은 자산, 부(wealth)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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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에서 보험, 대출, 자산관리에서 더 나나가 채권, 부동산, 예술품과 같이 유동성(liquidity)가

※ 커미션 없는 주식거래 플랫폼(로빈후드, 키움), 부동산 중개(직방) 및 빅데이터 기반 가격 설정/거래/중
개 플랫폼(Zillow), 원격의료(Teladoc), 예술품 포함하는 각종 자산 투자 플랫폼 (Yieldstreet) 등
⇒ 주식, 채권에서 예술품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 유동성(liquidity)이 제고되고 산업 변화를 유도: 일
종의 경제 민주화로서,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장 기능 강화, 효율성 제고
●

모빌리티 플랫폼
- 기존의 우버,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서비스 계층(layer) 플랫폼을 넘어서는, 일정 수준의 자율
주행 기능을 갖춘 이동체 중심의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산업 지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
- 테슬라 등 혁신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 모빌리티 생태계(OTA 기반의
전기차 생태계)가 대표적
•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 과정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칩, 에지 컴퓨팅 등 부품/클라우드/네트
워크를 모두 포괄하는 전반적 혁신이 동시에 진행 중

●

수직적 변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
-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컴퓨팅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낮은 자산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인간과 컴퓨터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인간과 기계간의 협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
증강된 현실/가상세계에서의 몰입적 (immersive)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메타버스 개념 및 등장 배경
- (개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증강된 현실세계와 상상이 실현된 가상
세계,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모든 디지털 공간들의 조합이며, 현실세계로부터 접속한 다
중 사용자 중심의 무한 세계”1)로 이해할 수 있음
- (배경) 클라우드, 5G, HW(AR/VR 디바이스 등)/부품(GPU등), AI 등 지능정보기술의 각 계층
(layer)에서의 상호의존적 혁신으로 메타버스가 tipping point를 지나 본격화될 전망
• 이용자 수의 제한이 없이 메타버스 참여자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려면 부품에서 네
트워킹,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체 컴퓨팅 stack이 일정 수준 이상 발전이 필요

- 게임 분야의 발전에서 시작되어, 소셜미디어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반, 상거래, 산업/근로
현장 등 기존 플랫폼이 진화·융합되고 일하는 방식 등에서 전면적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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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메타버스 컴퓨팅 스텍(stack)
응용: 엔터, 게임, 미디어, SNS, 커머스, 금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몰입적 경험(immersive experience)

2022 ICT 주요 이슈

측면에서의 고도화 및 융합, 진화
↑↓
플랫폼: 기존 거대 user base 플랫폼의 진화, 융합,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대두
↑↓
디바이스: VR 기기, AR 글라스, 웨어러블 등이 혁신으로 시장성 확보
↑↓
인프라: 클라우드, 5G, 컴퓨터 칩의 발전

◆ 모바일 이후의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

전체 컴퓨팅 플랫폼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은 메타버스
- 이용자들의 관심(attention), 참여(engagement) 차원에서의 수요 변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구에 따르는 다양한 기술 혁신이 메타버스 대두의 근본 요인
• 로블록스의 이용자 수, 이용시간 증대가 웅변하듯이, 참여·창조·놀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
대가 등장하고, 차원 높은 경험에 따르는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의 증대 등으로 메
타버스의 상업적 전망도 가시화

1) 최형욱(2021. 6)

- 이는 디바이스/OS, 부품,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전체 컴퓨팅 stack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새로운 시장/플레이어 대두, 참여자간 역학관계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전망됨
•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latency) 적은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
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
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이 전망됨
●

플랫폼 제공자, 사업/최종이용자들의 참여도(직접 디지털 아이템 생성 등), 거래 수단, 보상,
데이터/콘텐츠 규칙, 비즈니스 모델 등 각 메타버스 플랫폼 디자인간 차별화, 다양화가 이루
어질 것임
- 콘텐츠/엔터, 커머스, 미디어, 의료, 교육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이용자 경험이 고도화되
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과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융합되어 제공 가능
- 메타버스는 이용자의 attention market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차원의 경험치라는 강점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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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외에도 구독, 지불, 가상화폐 판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많은

• 오늘날의 안드로이드 vs 애플 생태계간 경쟁과 같이, 스마트폰 중심의 컴퓨팅 플랫폼 vs AR/
VR/MR 디바이스 중심의 컴퓨팅 플랫폼간 경쟁도 가능
※ 각 디바이스의 스토어를 통해 AR/VR/MR을 통해 진일보한 커머스/콘텐츠/ 금융결제/SNS 등이 제공
되는 융합 매타버스 플랫폼 제공이 가능하고 써드파티가 이런 거대 플랫폼에 참여하여 대규모 유저를 포
괄하는 게임,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
●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대두는 현재 지배적인 컴퓨팅 플랫폼인 모바일 플랫
폼의 위상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
- 현재의 지배적 플랫폼 가운데 모바일 시대를 웅변하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OS 지배 플랫폼
- 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등 서비스 계층의 지배적 플랫폼은 특성 및 지배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이
들과 차별화됨
- 메타버스의 대두 과정에서 모바일 디바이스/OS 지배 플랫폼의 위상 변화, 서비스 계층 플랫폼
의 도전, 거대 플랫폼간 상대방 영역 진출과 새로운 플랫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디지털 콘텐
츠 IP 및 (디즈니와 같이) 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의 위상 강화 및 플랫폼 시장 진입 가능성도
증대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및 사업이용자)에 대한 거버넌스(인센티브/보상 시스템 등)도 변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동기도 큼

화될 전망
•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도 i) 이용자가 정하는 거버넌
스(governance)에 따르는 블록체인 기반의 교환/계약수단(이더리움이 대표적) 및 프로토
콜, ii) 웹브라우저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가능 (예: Decentraland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 이에 해당)

◆ 메타버스와 규제
●

이러한 거대 변화 추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플랫폼 규제가 중요
한 시점
- VR 헤드셋과 같은 모바일 이외 디바이스/OS 대두,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상대적 강화 또는 지배적 플랫폼을 우회(disintermediation)할 수 있는 대안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주목할 필요
- 이들 조치들이 현재의 모바일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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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플랫폼을 향한 혁신을 촉진
●

2022 ICT 주요 이슈

EU, 미국, 우리나라 등 국내외 규제 논의들은 모두 현재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의도에
서 진행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플랫폼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기본 원칙들을 정립하는 것이어야 함

3
플랫폼 시장 경쟁과 메타버스의 현 주소
◆ 플랫폼간 경쟁 심화
●

이
 용자/데이터를 계속 추구해야하는 플랫폼의 속성상 빅테크간의 시장內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 他영역 침범 시도는 항시적으로 존재
- (시장內 경쟁) 적어도 빅테크 플랫폼간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내 경쟁 압력이 존재하
므로 끊임없이 자체 변화 및 他영역 진입 시도로 기존 시장의 성숙에 따르는 이익 하락에 대응하
고 새로이 이용자/데이터 기반 확충을 시도
•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음: 틱톡과 같은 차별화된 SNS에 대응하고 광고 이외의
수익원을 추구. 쇼피파이 스타일의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커머스에 이용하
고, Diem과 같은 지불 인프라도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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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향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 : 메타버스

시작됨
- MS: LinkedIn 등 이용자 기반, 클라우드, 기업업무 지원 관련 서비스, Xbox, MineCraft,
HoloLens 등 메타버스 주요 기업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고 모바일 시대에 잃은 OS/HW 주도
권도 일정 부분 회복 가능
- 페이스북: 이용자간 소통·연결이 중요한 메타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메타버스에 미래 전략을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확보한 거대 이용자 기반 및 이용자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큘러스 퀘
스트2와 같은 전용 HW에 Horizon 등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 및 스테이블 코인(디엠)을 통합하
여 차세대 참여 플랫폼(engagement platform) 으로 진화 가능
- 아마존: 커머스 및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 기반에 최근 게임 분야를 강화하고 자사 클라우드에 적
합한 게임 엔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가 활성화될수록 클라우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개방적 메타버스 생태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전망
- 구글: 거대 이용자 기반에 디지털 및 물리적 세계 정보의 축적·통합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웨어
러블, 지도, virtual assistant, 의료 등 구글의 각종 비즈니스 통합의 기회로 메타버스를 추진할
전망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글로벌 플랫폼들의 메타버스를 향한 경쟁 과정에서 이미 OS 게이트키퍼의 위상 약화, 충돌이

- 애플: 기존 생태계에 AR 글라스나 애플 워치 등 웨어러블, 자체 게임 서비스 등 컴퓨팅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메타버스에서도 Walled Gargen 생태계를 추구할 전망
- 텐센트: 중국의 경우 분야별로 대표적 기업이 나뉘어져 있는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플랫폼 서
비스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거대 플랫폼이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게임 분야에서
독보적인 텐센트가 상대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유리할 전망
※ 단, 미·중 디커플링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도 중국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분리될 가능성이 있음

-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Epic과 같은 자체 게임title/스토어 메타버스 플랫폼은 물론, Decentraland
와 같은 De-Fi(즉, 블록체인) 경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대두하고 있음
- 국내: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플랫폼 기업은 물론, 하이브 등 엔터 부문 및 게임 부문을 중심으
로 메타버스 시대의 중요 자산인 콘텐츠 IP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협력/경쟁 관계 형성 중

◆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 (commoditization of digital content delivery)
20

●

Facebook Games, Google Stadia, Amazon Luna, MS xCloud 등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비디오 제공 OTT, 스포티파이 등 거대 이용자 기반을 보유한 다
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우회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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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가능: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
- 빅테크가 디지털 콘텐츠를 자신의 플랫폼은 물론, 다른 빅테크의 플랫폼 또는 웹을 통해 제공하
는 것이 일반화되고(cross-platform delivery), 거대 규모의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협상력도
강화되고 있음
- 대규모 이용자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

[그림 2-2] Cross-Platform Delivery Matrix

출처: Eric Benjamin Seufert(2020. 11. 16)

모바일 시대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의 상대적 위상 약화
- 이용자 접점(access point)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요 독점(monopsony) 위상을 갖
춘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는 지금까지 자신의 플랫폼 위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협상력 강화, 디지털 서비스 기반 메타버스의 대두로 인해 지금까지의
‘자기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던 OS 게이트키퍼는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일정 수준 양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거대 이용자 기반의 서비스는 일종의 ‘killer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어, cross-platform
delivery를 통하여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가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손해이게 할 수 있음.
즉, 빅테크간 콘텐츠/서비스의 cross-platform 제공이 심화될수록 OS/디바이스 게이트키
퍼의 입지 약화

●

애플은 이미 이용자 규모가 큰 로블록스같은 게임 플랫폼을 reader app 카테고리를 포함시킴
으로써 로블록스上의 콘텐츠 규제나 디지털 아이템 거래 커미션을 적용하지 않으며, 초기에
금지하던 빅테크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제한적이나마 허용
- reader app은 기존에 구입된 디지털 매거진, 신문, 서적, 오디오, 음악, 비디오 제공 및 이들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Netflix와 Spotify가 대표적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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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21. 9. 8) 애플은 앱스토어의 reader app이 앱스토어 결제를 우회해 웹사이트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는데, Netflix와 Spotify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직접 앱스토어를 통해 구독
하는 것을 제한해 애플 정책에 대항해 왔음
- 한편,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Netflix와 같은 OTT
가 아니어서 reader app에 포함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reader app에 포함되어 일반적인
앱 정책을 적용받지 않음. 반면 MS, 구글 등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은 앱스토어에서 개별 게임
별로 일반적인 앱 정책을 적용해 인앱결제를 통한 커미션을 부과해 빅테크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음
※ 로블록스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게임이 생성, 거래되고 있지만 애플의 앱 심사에서 제외되고, 로블록스
플랫폼상의 개별 콘텐츠/게임에 추가적 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이용자는 웹에서 구매한 Robux를 자
유롭게 이용 가능), 이는 거대 이용자 기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하여는 OS/디바이스 플랫폼이 자의적으
로 독점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

•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앱스토어 정책은 점증하는 ‘플랫폼위의 플랫폼’의 영향력을 둘러싼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실시간 스트리밍 콘
텐츠 제공 플랫폼, 즉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

22
●

애플 vs 페이스북: 메타버스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플랫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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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모바일 시대의 대표 주자인 애플과 대표적인 ‘플랫폼위의 플랫폼’인 페이스북간의 전쟁이
진행 중
• 이용자 추적을 제한하는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정보/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격
※ 애플은 타겟 광고 제공의 토대가 되는 광고 식별자인 IDFA에 대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
도록 하는 앱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정책 발표. 이에 따라 모든 앱은 1) 데이
터 수집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출, 2) 이용자들에게 ATT 프레임워크를 통한 이용자 정보 추적에 대해 명
시된 허가를 받아야 함

• 페이스북 게임 플랫폼의 안드로이드 탑재,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디바이스인 오큘러스 퀘스
트2로 디바이스/OS 종속 탈피 노력 등 페이스북의 반격

4
국내외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 EU
●

DMA(Digital Market Act)
- 대상 및 게이트키퍼 정의: 온라인 중개, 검색, OS, SNS, 비디오 공유, 클라우드 컴퓨팅, 번호 미
부여 개인간 통신서비스(메시징 서비스 등이 해당), 이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핵
심(core) 플랫폼 서비스에서 게이트웨이를 형성하는 사업자에 적용

●

특정 양적 한도(quantitative threshold)2)를 넘어서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추정(presume)
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기반 이점 등에서
초래되는 진입장벽, 규모/범위의 경제, (플랫폼 참여 기업 및 이용자) 잠금효과, 기타 구조적인
(structural)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경합성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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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의 행위 규제와 예상되는 해당 게이트키퍼는 아래 표와 같음

- DMA 6조는 추후 개선이 가능한(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사안들로, 게이트
키퍼와의 협의 가능

2) DMA에서 규정된 양적 한도(thresholds)는 다음과 같음
(a) 최
 근 3개 회계연도에 유럽 경제지역(EEA)에서 연간 매출액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정 시장 가치)이 650억 유로 이상으로, 적어도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b) 또는 지난 회계연도에 역내 월 4천5백만 활성(active) 이용자 및 1만 이상 사업 이용자
(c) 지난 3개 회계연도 각각에서 (b)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DMA 5조는 게이트키퍼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를 열거

<표 2-1> DMA 5조(게이트키퍼가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
주요 내용
(a) 게이트키퍼의 다른 서비스나 써드파티로부터의 개인 데 이터를 결합(combine)하는 행위
금지하고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 다른 서비스에 s가입하도록 하는 요구 금지
(b) 사업이용자의 써드파티 중개(intermediation) 이용을 허용
(c) 사업이용자가 게이트키퍼 통하지 않고 판매 촉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최종 이용
자의 접근 및 이용(access & use)이 가능해야 함
(d) 공공 기관(public authority)을 통한 이의제기 가능

예상되는 해당
게이트키퍼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모든 게이트키퍼

(e) 사업이용자에 게이트키퍼의 식별(identification) 서비스 이용 요구를 금지

Facebook, Google

(f) 사업 & 최종 이용자에 게이트키퍼의 다른 핵심(core)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Facebook, Google

(g) 광고주 및 광고 퍼블리셔에 가격 등 요구 정보를 제공할 의무

Facebook, Google

출처: EC(2020. 12. 15)에서 재구성

<표 2-2> DMA 6조 주요 내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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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 이용자와의 경쟁을 위해 사업 이용자(및 그 최종 이용자)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삼가(refrain)
(b) 사전 탑재 애플리케이션의 제거(un-install) 허용

해당
게이트키퍼
Amazon, Google
Googl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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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게이트키퍼 OS 통해서 써드파티 앱이나 앱스토어 허용 (또는 게이트키퍼 OS와 상호운
용 가능)하고, 게이트키퍼 코어서비스 통하지 않고도 이를 가능하도록 할 것. 단, 게이트

Apple, Google

키퍼는 HW/OS 통합을 위한 조치는 가능
(d) 랭킹에 있어서 자기(및 관련 기업) 우대 삼가
(e) 게이트키퍼 OS를 이용해 他서비스/앱으로 전환/구독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삼
가할 것
(f) 사
 업 이용자와 보조서비스 제공자가 게이트키퍼 보조 서비스에 사용되는 OS, HW, SW
기능에 접근하고 상호운용할 수 있어야 함
(g) 광
 고주 및 퍼블리셔 요청시 성과 측정 도구 접근 및 인벤토리 독립적 검증 수행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
(h) 사
 업 및 최종 이용자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지속적 실시간 접근을 포함하여 데이터
이동성 및 이를 원활하게 하는 tool 제공
(i) 사
 업 이용자(및 그가 승인한 제3자)에게 최종 이용자가 써드파티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
는 과정에서 제공/생성된 집계/비집계 데이터 접근을 허용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의
공유 허용이 전제)
(j) 검
 색엔진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랭킹, 쿼리, 클릭 및 보기(view) 데이터에 대한 (경쟁) 검
색 사업자의 접근 요구에 따를 것(익명화 전제)
(k) 게이트키퍼 앱스토어에 대한 사업 이용자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접근 허용
출처: EC(2020. 12. 15)에서 재구성

Google, Amazon,
Apple
Apple
Google, Facebook,
Apple
Google, Facebook

모든 게이트키퍼

모든 게이트키퍼
(상호운용성 의미 내포)

Google
Apple, Google

◆ 미국
●

미 하원 보고서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2020)3)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의 핵심 문제로 이해관계의 충돌에 주목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거대 플
랫폼의 구조 조정(기업 분할 등) 및 인접 시장 진출 제한을 건의
- 비차별 원칙의 실행을 위해 검색 등에서 자기 우대 제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계약 조건, 결
합 판매 금지 등을 제안
- 전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등 개방적 서비스 접근을 촉구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M&A를 반경쟁적이라 추정(Presumptions)하고 지배력 남용 적용 기준도
판매자의 지배력은 시장 점유 30%, 수요자의 지배력은 25%로 지배력 양적 기준을 명확히 함
- 반독점법 시행 강화를 위해 시장 집중 등에 대한 정기적 자료 수집, 사례 공개, 규제 기관 예산
증대, 민간 중재절차 요구 관련 조항 폐지 등을 촉구

●

하원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2021년 6월 11일 미 하원이 플랫폼 규제 5개 법안(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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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법안)을 발의

②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 ③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화·용역 판매를 위한 중요한 거래상대
방으로, 사실상 GAFA를 규제
- 플랫폼 제공자의 자사 재화·용역 판매 중단,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 부
과, 자사제품 우대, 소셜 미디어 데이터 이동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U.S. Congress(2020. 10. 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규제 대상 기준은 ① 미국 기반의 활성 이용자 월 5천만명/활성 사업이용자 월 10만 명,

<표 2-3> 미 하원 플랫폼 패키지 법안 주요내용
법안명

주요 내용
◦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 이외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재화·용역을 판

플랫폼 독점종식법

매 하는행위를 불법적 이해상충으로 규정하고(Section 2) 해당 플랫폼에서 자

(Ending Platform

사의 재화·용역 판매를 중단하도록 함

Monopolies Act)

-해
 당 사업부문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분 25% 미만을 보
유하도록 규정(Section 5(4))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증책임을 부과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제한
◦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금
 지행위로는 플랫폼 기능에의 액세스 및 상호운용성 제한, 사업이용자/고
객 데이터의 접근 방해나 남용, 자사 재화/용역 우대 등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금지법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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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
- 데이터 이동성, 상호호환성 보장 및 관련 기술표준 제정 권한의 FTC 부여

Service Switching Act)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Merger Filing Fee

◦ FTC와 DOJ의 예산확충을 위한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 인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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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zation Act)
출처: 김현수, 강인규(2021. 6)에서 재구성

●

메타버스와 Open App Market Act
- 플랫폼 규제는 모두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플랫폼 위의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OS/디바이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Open App Market Act 시행 여부에 주목할 필요
- OS/디바이스/앱스토어가 결합된 게이트키퍼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사실상의 인허가, 제공되
는 기술/기능적 feature, 커미션 수준 등을 좌우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제공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최종적 권한(ultimate authority)를 보유
•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간 전환비용이 높고, UI/편의성 등의 차이로 인해 웹 또는 제3의
앱스토어를 통한 우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발자들이 OS 게이트키퍼의 영향력에서 벗어
나기 어려움

●

‘개방 앱마켓 법안’(Open App Market Act)4)의 주요 내용
- 앱 경제에서의 게이트키퍼를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미국내 5천만명
이상 이용하는 앱스토어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
- EXCLUSIVITY AND TYING에 관한 조항: 개발자가 게이트키퍼의 앱스토어를 통하여 자신의
앱을 소비자에 배포하려고 할 때 게이트키퍼 인앱결제시스템 강제를 금지하고, MFN도 강요하
지 못하도록 함
- 게이트키퍼가 가격/서비스 조건 등 개발자와 이용자간 비즈니스 관련 정당한 comunication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경쟁 써드파티 앱에서 생성되는 비공개 사업 관련 정보의 게이트키퍼 이용을 금지
- INTEROPERABILITY(경쟁 대안 제공 의무): 이용자가 제3자 앱 또는 앱스토어를 default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게이트키퍼 앱스토어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 앱이나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sideloading 및 제3의 앱스토어 허용). 또한 사전탑재, 또는 사후 제공된
게이트키퍼 앱이나 앱스토어를 삭제(delete)할 수 있도록 함.
- 검색 자기우대 제한: 앱스토어에서 비합리적(unreasonably) 자기우대 등 불공평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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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qual treatment) 또는 랭킹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

관하여 게이트키퍼 앱과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가능해야 함
- security, privacy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는 달리 더 나은, 덜 차별적인 기술적 방법이 없는 경우
에만 허용
●

메타버스와 ‘개방 앱마켓 법안’(Open App Market Act)의 의의
- 동 법안은 게이트키퍼의 앱스토어에 대한 대안들이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
써 게이트키퍼의 앱 분배(delivery) 장악을 제한하고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위에 제3자 플랫폼이
활성화될 기반을 제공
- 이는 사실상 모바일을 장악한 게이트키퍼로서의 애플 vs 메타버스의 선봉장인 에픽간의 소송
이슈에서 에픽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서비스 플랫폼이 게이트키퍼의 높은 커미션
을 회피 하거나 자체 스토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플
랫폼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갖음

4) U.S. Senate(2021. 8. 11)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OPEN APP DEVELOPMENT: 개발자는 OS 인터페이스, 개발 정보. HW/SW feature 등에

⇒ 이미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를 더욱 촉진시키고 OS 플랫
폼의 위상 약화, 플랫폼간 경쟁과 시장 진입을 촉진
●

애플 vs. 에픽
- 에픽의 애플 인앱결제 우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
한 주도권 장악 경쟁을 상징
- 법원 판결(’21. 9. 10): 해당 사안의 관련(relevant) 시장을 ‘디지털 게임 결제 시장’으로 획정하
고, 동 시장에서 애플은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하였지만 애플이 별
도의 지불방법이 가능함을 이용자에 알리고 (써드파티의 웹페이지 등으로) external link를 허용
하도록 함으로써 써드파티가 애플 커미션을 우회하여 (OTT와 같은 구독 서비스 등의) 결제수익
을 얻을 수 있도록 판결5)

◆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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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정위, 방통위의 법안: 진입규제보다는 사업/최종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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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거래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구입 강
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손해 떠넘기기, 거래조건의 변경이나 불이익 초래 행위, 경영활동 간
섭 등 5가지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
• 단, 금지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우월적 지위의 판단은 플랫폼 시장 구조나 중개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중개 및 소셜네트워크 등 정보교환 매개 플랫
폼이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노출 기준 공개, 서비스 제공 거부 사유 통
지, 이용사업자에 대한 11개 유형의 금지행위 등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이용약관
신고, 데이터 전송요구 부응,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11개 금지행위, 과징금 등의 조항을 적용

5) 특
 히,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많은 디지털 게임이나 아이템들의 거래시 애플의 커미션 부과를 우회할 수 있느냐의 여부
가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어, 동 판결의 경제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 2-4>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주요 법안 비교
공정위 법안
적용대상

사전통지

검색·배열 기준

중개, 광고, 결제 등
해지: 30일, 변경:TBD,
서비스 제한/중지: 7일

방통위 법안
거래중개, 정보교환
해지: 30일,
변경: 15일
서비스제한/중지: 3일

약관 기재

공개

맞춤광고

N/A

선택권 부여(수신 여부, 내용, 범위)

약관 신고

N/A

방통위 신고

N/A

있음

개인정보
이동권

금지행위

연대책임

부당한 손해 전가(나머지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실질적으로 차이 없음)

N/A

(입점업체) 계약 불이행, 차별취급
(이용자) 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중
단시 즉시 미고지
금지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위반

출처: 황정현(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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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를 통하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
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심사 부당 지연행위, 모바일콘텐츠 부당 삭제행위 등이
금지됨: 미국의 개방 앱마켓 법안과 유사
- 모바일 게이트키퍼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플랫폼위의 플랫폼’ 통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제
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및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수익성 개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플랫폼 시장진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 심화
- 로톡 vs. 변호사협회, 강남언니 vs. 의사협회, 딥아이 vs. 안경협회, 자비스앤빌런즈 vs. 세무사협
회, 빈집 공유 플랫폼 다자요 vs. 농어촌 민박 등 기존업계,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vs 택시업계 등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 8. 31 국회 통과)과 인앱결제강제 금지

5
플랫폼 규제의 주요 고려 사항들
◆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규제
●

플랫폼이 언제나 독점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시장구조 결정요인들간의 상호 작
용을 통해 결정됨
- 네트워크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 데이터 우위 등이 시장 집중을 초래하는 반면 수용용량 제약,
他플랫폼과의 차별성, 멀티호밍은 시장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각 요인들의 중요성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상이해, 시장구조의 형성에 플랫폼의 비즈
니스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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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플랫폼 시장구조 결정 요인
플랫폼 시장구조 결정 요인

시장 집중에의 효과

2022 ICT 주요 이슈

네트워크 효과

+

규모/범위의 경제

+

데이터 우위

+

수용용량 제약(Capacity Constraints)

-

他플랫폼과의 차별성(Differentiation of Platform)

-

멀티호밍 (Multi-homing)

-

출처: 최계영, 김민식, 김성옥(2020)

●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됨
- 플랫폼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규모의 경제의 유형(데이터 규모, R&D 비용 등), 네트워크 효
과의 유형(직접 또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 멀티호밍이나 탈중개(disintermediation) 가능성 등 여
러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따라서 경쟁적인 플랫폼 시장과 독과점적인 플랫폼 시장이 모두 가능

●

현시점에서 플랫폼은 크게 i) 광고 수익 기반 플랫폼(Google, Facebook, Bing, Pinterest,
Twitter, Snapchat, 네이버 등), ii) 거래/매치메이킹 플랫폼(Uber, Airbnb 등 공유 플랫폼 및

Amazon, 네이버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iii) OS/앱스토어 플랫폼(iOS/Appstore, Android/
PlayStore 등)으로 구분이 가능
●

이 가운데 이용자 접점으로서의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OS/ 앱스토어 플랫폼은 높은 전
환비용으로 인해 멀티호밍 가능성이 낮아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갖음
- ‘플랫폼 위의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협상력을 갖출수록 OS기반 플랫폼의 통
제력이 약화되므로, 자신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외한 他메타버스를 억제할 동기가 충분

●

반면, 온라인 상거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핀테크 등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들은 멀티호
밍(낮은 전환비용)을 통한 시장 경쟁이 충분히 가능
- 개발자/판매자간 양면(다면) 시장으로 간접네트워크 효과에 의존 하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물류서비스와의 수직결합에서 기인하는 독점력 남용 금지나 플랫폼 기업의 써드파티 데이터 활
용 금지 등으로 경쟁 촉진 가능
- 단면시장으로 직접 네트워크 효과에 주로 의존하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은 (소셜 그래프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경쟁 촉진이 가능

플랫폼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도 경쟁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자체가 중요한 경쟁력
- 대표적인 예로, 사업이용자를 자신의 플랫폼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마존/쿠팡 모델 vs 개별 판매
자가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쇼피파이/네이버 모
델을 들 수 있음

●

Robux 판매가 주 수익원인 로블록스처럼, 메타버스 시대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이 등장할 전망
-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콘텐츠 IP 기업의 전략, (MS나 아마존 등)
B2C에 기반하지 않은 빅테크가 메타버스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개방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진
할지 여부, 에픽(Epic) 등 새로운 플랫폼의 전략 등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도될 것이
고, 그 핵심은 개발자/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및 플랫폼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특정 매타버스 플랫폼內에서만 고유한 교환수단이나 IP가 활용되면 전환비용이 높아
지고, 따라서 멀티호밍이 어려울 수 있음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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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메타버스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는, 블록체인/De-Fi 기반의 메타버스(예: 대부분의 De-Fi application
들이 기반하는 이더리움 플랫폼)가 기존의 빅테크 또는 새로운 게이트키퍼와 병존 가능

◆ 시사점
●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가변성,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 규제(rule)를 광
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바람직
- 다양한 행위규제를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높음
- 자기 서비스 우대나 사업 이용자 차별,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우위를 통한 인접 시장으로의 지
배력 전이, 인앱결제 요구, 불공정한 약관 등 플랫폼 규제 관련 세부 이슈들은 세부 플랫폼 분야
별 (case-by-case)로 접근할 필요
• 예를 들어,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데이터 결합으로부터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알고리즘 규제도 차별대우 등이 입증가능한가하는 feasibility의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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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논의되는 다양한 잠재적 금지행위들의 경쟁 제한성 입증이 쉽지 않아, 강한 사전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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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는 시장 모니터링에 기반하는 신중한 접근으로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이 희생되지 않
도록 할 필요
- 他플랫폼으로의 이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의 규제
등 사업/최종이용자 보호 및 기존 시장 방어행위를 제한함에 중점을 두되, 플랫폼의 기존/신규
시장에의 지나친 진입규제는 혁신과 경쟁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止揚하는 것이 바람직
• 아마존, 쿠팡이 월마트, 롯데, 이마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즈니 플러스의 OTT 진출
이 전체 콘텐츠 제작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듯이, 멀티호밍이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플
랫폼 시장 진입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

- 또한 우리나라는 OS 기반 지배적 플랫폼은 없고 온라인상거래(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지도 & 내비게이션(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
- 단, 멀티호밍이 어려운 OS 플랫폼의 경우에는 인앱결제강제, 앱스토어 입점관련 약관의 불투명
성 등을 규제함으로써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후생 증가, 사업이용자의 고객 획득 비용 감소 등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 지나치게 플랫폼의 혜택을 보수적으로 보고 폐해를 과장해 과잉 규제하면 소비자 후생은 물론
미래 해외진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이나 디지털 전환, 무형자산(데이터 등)의 축적 및 국가경쟁
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기술패권의 시대에서 낙오될 수도 있음
●

OS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i) 새로
운 메타버스 플랫폼도 게이트키퍼가 될 수도 있고, ii) DeFi/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진화에
관한 가능성도 미래 규제 이슈에서 배제할 수는 없음
- i)의 경우에는 현재 게이트키퍼에 적용 가능한 규제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음
- ii)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메타버스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 즉 이용되는 코인 가치의 안전/신뢰
성이나 조세, 유해 콘텐츠 등이 미래의 규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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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타버스와 플랫폼 규제 원칙
◆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는 10대 규제 원칙
①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멀티호밍,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고, 네트워크 효과에 따르는 플랫폼 가치 증대 등 플랫폼의 긍정
적 요소도 감안할 필요
- 자기 제품/서비스 우대, 알고리즘 조작, 경쟁자 데이터 이용 및 감시, 써드파티 부당 대우 등에
대한 규제는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자체적 정화가 가능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잠재적 가능성에 의거하여 무조건적 행위금지, (알고리즘과 같이 비즈니스 경쟁력에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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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하여) 과도한 조사/규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간 다양성이나 효율성, 서비스 질,
혁신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2022 ICT 주요 이슈

②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 (break-up)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
- (인접 시장 진입 금지) 진입 자체의 금지보다는 빅테크의 데이터를 빅테크의 다른 비즈니스에 이
용하는 행위 금지 등 제한적인 규제(데이터 분리)를 통하여 2nd tier의 활성화가 가능
- (M&A 심사 강화) 국내의 경우 M&A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killer acquisition보다는 오히려
M&A 부진에 따르는 혁신 지체가 우려됨
• ’19년 국내 벤처투자시장 투자금 회수에서 인수합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6)

- (구조 분리) 광고와 서비스를 분리하면 무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듯이, 인위적인 구조분리는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저해 가능성이 있음

③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 촉진
- 사업분리 등 강한 규제보다는, 멀티호밍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배타적 계약 강요 금지 등 사안
6)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양용현, 이화령(2021. 8. 12)

에 따라 다양한 조치 가능

④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
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
⑤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tying) 경우, 멀티
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OS 기반 모바일 플랫폼은 소비자에의 접점이고, 자신의 플랫폼위의 플랫폼에 일정 수준의 영향
력 행사가 가능 (커미션 등 이익의 분배, 탑재여부, 기술적 지원 여부, 기타 사업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조건 설정 등)
-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이 필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를 촉진시키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성화에 기여

⑥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 명료화
-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적용 가능

으로 허용
-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의료, 교육 등 전문 서비스는 모두 가상공간에서의 소셜/자문 서비스로 메타버스적 경험치
제고가 가능하고 모빌리티 플랫폼도 AR과 결합한 내비게이션 등 혁신 가능

- 플랫폼 운영 자격 요건 명확화, 지배력 남용 보완 조치 등으로 잠재적 폐해 요인 최소화

⑧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이용자 보호와 시장경쟁 활성화간의 조화
- 이용자 보호가 특정 앱 진입의 기술적 방해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문제 발생시 최적의 책임 분
담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간 협력·소통이 중요

⑨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DeFi/블록체인 기반 메타버
스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신뢰성(accountability) 문제 등
- 예를 들어,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관
련 거버넌스(스테이블 코인이 메타버스의 주요 거래수단이라면 해당 코인의 reserve 관리 등)를
점검할 필요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⑦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모든 (전문 서비스, 모빌리티 등)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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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글로벌 규제 조화(harmonization) 측면도 고려해서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
- 예를 들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국내에서만 유효하다면 한류 콘텐츠 IP에 기반한 국내 메타버
스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여전히 제약
-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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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은 미디어 분야의 큰 변화를 이끌어 왔음. 미디어 매체이용은 증가하였
지만, 미디어 분야별 명암은 큰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 미디어 산업의 가치 창출 구조에도 영향을 주
고 있음. 특히 OTT로 대변되는 미디어플랫폼은 산업구조 변화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에 본 리포트는 미디어와 인터넷 융합의 대표적 미디어플랫폼인 OTT가 미디어산업 분야에 미
친 영향, 특별히 영상상품의 전통적 가치창출 메카니즘의 변화, 미디어 사업자들의 OTT시장 진출에
따른 미디어플랫폼 시장의 주목할만 한 특징, 경쟁상황과 경쟁전략 등을 살펴보았음.

39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회사들은 OTT서비스를 미래의 가장 중요한(front and center)서비스로 포지셔닝할 것이라는 점
둘째, ‘OTT-First Model’로의 이동 국면에서 OTT사업자의 전략은 ‘국내 시장 경쟁’, ‘해외 시장
을 향한 연합(제휴)’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내 시장 경쟁에서 ‘(로컬)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는 불변의 중요한 전략이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미디어플랫폼 시장에서 로컬OTT의 경쟁력 확
보와 성장은 해외 시장을 향한 ‘플랫폼 연합(제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찾기 곤란하다는 점
셋째, 미디어플랫폼은 ‘TV 아울렛(outlet)’이 아닌 ‘게임 체인처’라는 점. 미디어플랫폼의 상호작
용성, 컴퓨팅 능력은 미디어플랫폼의 확장성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미디어플랫폼의 운영
철학과 규제원리는 방송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미디어플랫폼에 대해 우리사
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식별해 내고 사안별(case-by-case)로 실현하는 방
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OTT First Model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이행기 제도개선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
① 전통적 방송이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에 친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첫째, 미디어들의 전략이 전통적 미디어서비스에서 ‘OTT-First Model’로 이동 중이며, 미디어

②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콘텐츠들이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
는 것은 존재하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를 특정
할 필요
③ 미디어플랫폼은 글로벌 특성을 갖기에 글로벌 규범체계에 조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

40

2022 ICT 주요 이슈

su
m
m
ar
y

Extension and competition of
media platform

During the past couple of year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media industry. The overall media consumption increased, but the
trend was more prominent in certain media sectors. In light of the transformation of
value-creation mechanism in the media industry, the digital media platform including
OTT services turned out to be a key player.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OTT services on the media industry. Especially
the study analyzed changes in value-creation mechanism of video products, media

41

operators’ entry into the OTT market, and current competition dynamics in the media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irst,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re is a shift from the traditional media model to ‘an OTT-first model’: media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position OTT services as their ‘front and center’ services.
Second, OTT players will take part in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market’: in other words, they will secure (local) original
contents through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In the meanwhile they will
participate in ‘platform alliance or affiliation’ in foreign market in order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Third, a media platform is a ‘game changer’, not a ‘TV outlet.’ ‘Media platforms’
interactivity and computing power go beyond traditional broadcasting services.
Therefore, market philosophy and regulatory principles of media platforms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broadcasting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market.

services: a case by case approach in addressing social issues and concerns must
be considered.
Fourth, during the phase of media industry’s transition to ‘an OTT-first model’, the
media policy must follow these strategies:
① it needs to provide a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traditional
broadcasting services to gradually adapt to media platforms;
② defining ‘the public service media’ will ensure services or contents of public
interests, which are often underrepresented in commercial markets;
③ and a domestic media platform policy should tie in with global norms and
standards, since media platforms operate beyond border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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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디어와 플랫폼
●

일반적으로 ‘미디어’란 콘텐츠 등의 정보를 전달 혹은 전송하는 매체로써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 함께 전송수단이 다변화
- 통칭 매스미디어로 대변되는 방송, 영화, 신문, 잡지 등은 그것 (콘텐츠)을 대중(mass)들에게 전
달하는 각각의 수단(그릇)을 확보
※ 방송의 경우 무선 주파수(TV), 영화는 극장, 신문은 종이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전송)
※ 미디어를 수용하는 대상과 해당 매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개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등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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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속적인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택으로 인터넷 공간은 콘텐츠 생산자(contents)와 이용자(user)를 연결 시켜 주는 미
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융합이 통신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른 방송서비스의 제공, 방
송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포함)의 제공을 의미했다면, 미디어와 인터넷의 융
합은 인터넷 고도화에 따른 미디어의 제공을 의미
●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미디어와 인터넷간 융합의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인 OTT의 확장 및 가속
화에 미친 동인 및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그에 따른 미디어플랫폼 시장의 경쟁 상황과 경쟁 전
략 등을 논의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디어플랫폼의 확장
◆ 코로나(COVID 19) 팬더믹과 미디어 매체 이용의 증가
●

미디어플랫폼이 확장·가속화하는 데 코로나 팬데믹이 중요한 계기 제공
- 코로나 19 기간(’20. 2월~4월 중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재택근무 시간 증가에 따
른 미디어 매체이용시간 증대
※ 전년도 분기 대비(’19. 11월~’20.1월 vs ’20. 2~4월) TV는 19.8%, PC 20.1%, 모바일(android+ iOS)
15.6% 증가(Nielsen, 디바이스별주간 평균이용시간 추이)

- 미디어 이용변화 인식에서도 코로나 19확산 이후 방송, OTT시청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
(32.1%), 40대 이상이 평균보다 높아 재택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변화 크게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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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령별 코로나 19와 방송/OTT 이용변화 인식

(단위: %)

2022 ICT 주요 이슈
자료: 정용찬(2021. 4), 2020년 7월~9월(전국, 6,209명)

◆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디어 분야별 소비 명암이 극명화
●

(글로벌) 소비자 지출 점유율 측면에서 유료방송(Pay TV)과 게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영화와 유료방송이 큰 영향을 받음
- (OTT)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SVOD의 급격한 성장(20%↑)
- (유료방송) 오랫동안 오략분야 주도적 매체였지만, 글로벌 코드커팅 (cord-cutting)으로 향후 5

년 동안 그 지위를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2%↓)
- (영화) 팬데믹 락다운(lockdown)으로 인해 ’20/’21년 극장 휴관에 따른 손실 증폭(71% ↓)
- (게임) OTT와 유사하게, 게임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19%↑)
- (음악) 구독(subscription)모델로 오프라인 수익을 일정부분 상쇄(3%↑)

[그림 3-2] 코로나 패데믹이 미디어분야별 소비에 미친 영향

주: 원
 의 채우기는 ’20년 오락부문 글로벌 소비자지출 분야별 점유 현황, 퍼센테이지는 해당분야 소비자 지출 ’20년 성장률
자료: OMDIA(2021a)

(국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되는 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미
디어는 ‘영화’
- (영화) 최근 5년간 극장 관객 수면에서 ’20년 관객 수가 예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 개봉작
의 개수 면에서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관객 수는 현저하게 감소

[그림 3-3] 최근 5년간 극장 관객수 비교(좌)/영화 개봉작 및 극장 관객 수(1~3월, 천명)(우)
(단위: 명)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20), 2020년 9월 한국영화 결산(좌)/유건식(2020. 4), 영화입장권통합 전산망(KOBIS)(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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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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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프로그램 방영 및 제작 취소 다수 발생, 무관객 녹화, 기존 포맷 변경, 온라인 제작발표회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식의 변화 및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
※ 코 로나 패데믹의 영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로도 나타남(’19년 대비 ’20년 지상파 3사 방송광고
8.3%↓, TV조선(40%↑)을 제외한 종편 3사 2.5~4.6%↓: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21년도의 경우
기업의 광고비 집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위기(업계 동향)

◆ 코로나 팬더믹은 미디어 산업의 가치 창출 메커니즘을 재구조화
●

미디어산업은 미디어상품(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을 광범위하게 배급하고자 하는 유인
을 갖음(Noam, 1983)
- 영화, TV프로그램 등의 미디어상품은 고정비용(초판비용, first copy cost)이 큰 반면 한계비용
(복제비용, duplication cost)은 매우 낮음
※ 미디어상품의 경우 처음 제작에는 많은 비용(초판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용자 한 사람이 추가하여 제작
물을 이용(시청)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복제비용 또는 배급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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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까닭에 미디어상품 제작자들은 일단 초판이 제작되면, 가능한 광범위하게 유통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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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산업은 미디어상품의 도달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많은 전략들을 발전시켜왔음(Owen
& Wildman, 1992; Frank, 1994; White, 2004)
- TV프로그램의 초방시장(network program)과 신디케이션시장(off network program), 영화
산업의 시제간(intertemporal)가격차별화를 위한 창구(windowing)전략이 대표적
- 창구전략은 특정 미디어상품(영화)에 대해 높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일찍 볼 수 있
게 하는 반면, 낮은 수요의 소비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을
낮추는 전략

●

영화배급(상영)의 전통적 창구화 전략 수정
- 통상 영화는 극장 개봉이 종료된 후 6~9개월 동안 유료채널(Pay 1 window)에서 상영

<표 3-1> 주요 대형/중대형 스튜디오의 영화 계약(output deals) 현황
Window

Disney

Universal

Disney+

2019-

Pay 1 (20th Century)

HBO/HBO Max

1999-2022

Pay 1 (20th Century)

TBA

2022-

Pay 1 (Universal)

HBO/HBO Max

2005-2021

Pay 1 (Illumination)

Netflix

2015-2021

Pay 1

Peacock

2022-

Subsequent

Peacock
Starz

2020-

Netflix

2014-2021

Netflix

2022-2026

Disney Outlets

2022-2026

Pay 1

(broadcast, cable, streaming)
Epix

2017-2021

Pay 1

Paramount+/Epix

2021-2023

Subsequent

Epix

Pay 1 (Lionsgate)

Hulu/FX

2021-2023
2020-2021

Pay 1 (Summit)

HBO/HBO Max

Pay 1

Starz

Pay 1

Epix

2023-(Summit)
2010-2023

Subsequent

Parmount+

2021-2023

Pay 1

HBO/HBO Max

1987-

Pay 1 (Animation)
Pay 1
Subsequent

Paramount

Lionsgate

MGM

2006-2021

2013-2022
2022-(Lionsgate)

자료: Variety(2021. 6. 29)

- NBC 유니버셜은 내년 개봉신작 ‘쥬라기 공원’을 Pay 1 Window HBO가 아닌 피콕(Peacock)
에서 방영하기로 결정(mediaplaynews, 2021. 7. 6)
※ 피콕은 미국의 대표적 유료방송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의 OTT서비스

- 향후 유니버셜스튜디오, 드림웍스애니메이션, 포커스피쳐스, 일루미네이션 등 유니버셜 필름 엔
터테인먼트 그룹(UFEG)이 제작한 콘텐츠들은 극장 개봉 후 HBO가 아닌 피콕에서 방영할 계획
(DEADLINE, 2021. 7. 6.)
●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영화개봉의 하이브리드화 증가
- 영화 극장의 1차 후속 창구인 유료채널(Pay 1 window)이 OTT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 영화개봉
의 하이브리드화 속속 발생
※ <뮬란>, <크루엘라>, 마블스튜디오의 <블랙 위도우>가 대표적

- 영화 개봉 유형에 따른 매출점유율의 경우 극장에서만 상영된 영화(40.9%)와 극장과 OTT에
서 동시 상영된 영화(48.0%)의 매출 비중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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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er Bros.

Range

Pay 1 (Disney)

Pay 1 (Live-Action)
Sony

Outlet

[그림 3-4] 2021년 미국 영화개봉 유형별 매출 점유율(좌)/마블스튜디오(우)

자료: Variety VIP+(2021. 8)

- 디즈니는 드물게 ‘블랙위도우’ 동시개봉 1주 기간의 실적을 발표, 특히 ‘디즈니스플러스 프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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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액세스’를 통해 6천만불의 수입 (27.5%점유)이 발생한 점을 강조
※ 6천 만 불의 수입을 가입자 수로 환산하면 전 세계 디즈니플러스 가입자(1억 3백 만)중 2백 만 명이 블랙
위도우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로 30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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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블랙위도우’ 동시개봉 실적
단위: 만달러

수입

박스오피스

스트리밍(OTT)서비스

국내

해외

(해외포함)

8,000(36.7%)

7,800(35.8%)

6,000(27.5%)
21,800

배분(수수료)율

극장 (50%) vs 스튜디오 (50%)

앱 수수료 20% (앱스토어 제외)

디즈니

7,900(62.2%)

4,800(37.8%)

수익

12,700

자료: The Hollywood Reporter(2021. 7. 12.), Variety(2021. 7. 12.)자료를 이용해 수익 추정

- 전략적 측면에서 OTT를 통해 보다 큰 수익을 획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수익의 순증이라
기 보다는 OTT가 박스오피스 수입을 잠식(cannibalization)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수요자 측면에서는 블랙위도우를 보기 위해 디즈니프리미엄액세스에 지불하는 30달러의 가치와 극장
에서 영화를 관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코로나 국면이 아닌 상황에서의 비경제적 비용포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비교형량의 이슈 존재

●

국내의 경우 극장과 OTT(티빙)에서 동시 개봉한 사례로는 CJ ENM의 ‘서복’이 대표적이지만,
미국과 같이 새로운 전략이나 일반적 전략으로 보기에는 곤란
-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를 통해 개봉한 영화들도 등장
-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 ‘사냥의 시간’, ‘콜’, ‘승리호’ 등이 있으며, 승리호의 경우 글로벌 차원에
서도 큰 인기를 얻음

◆ 코로나 팬데믹은 미디어플랫폼(OTT)의 확장을 가속화
●

미디어플랫폼은 급격한 기술 진보를 기반으로 전통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점유
(Sherman & Waterman, 2016)
- (전송용량, reduced capacity constraint) 방송의 경우 채널 수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 발생 vs
OTT의 경우 영상물 저장장치 유지를 위한 한계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
※ 전송용량 제약에서의 탈피는 ‘롱테일(long-tail)’ 다양성을 가능케 함(유튜브의 UCC가 대표적)

- (전송비용의 효과성, cost-effective video delivery) 설비구조에 기반해 비교우위를 논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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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콘텐츠의 이용, 인터넷접속료(대역용량 증가에 따른 전송비용

- (상호작용성과 컴퓨팅, interactivity and computer functionality) 소비자들이 프로그램·시청
시간 통제 가능, 광범위한 메타데이터 생성, 데이터 기반의 연관 비즈니스 확장,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 등
- (이동성, portability) 지능화된 단말기의 확산,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콘텐츠 소비의 확장성을 배가
●

전통 미디어와의 비교우위,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영상 유통 메카니즘의 변화는 OTT의 영
향력 확대 속에 전통 미디어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
- OTT의 영향력 확대를 글로벌 OTT와 로컬 OTT간 경쟁력 차이에 따른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전
략적 선택은 로컬 OTT와 전통 미디어 모두에게 부여된 이슈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감소) 측면에서 효과적

3
미디어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경쟁
◆ 조만간 방송ㆍ미디어 시장은 OTT가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들을 뒷받침 할 만한 지표들이 보고
되고 있음
●

OTT의 성장은 코로나 팬데믹 변수를 예외로 하더라도 그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음
- 글로벌 차원에서 ’20년 OTT가입자 수(11억 8,000만)가 전체 유료방송(Pay TV)가입자 수(10
억 7,000만) 를 추월(Omdia, 2021b)
※ ’21년말 OTT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2.4% 증가한 13억 3,000만,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0.2% 감소한
10억 7천 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

- ’21년 매출점유율에서 OTT는 전체 미디어시장(유료방송+OTT) 의 45.7%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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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OTT매출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970억달러로 전망

[그림 3-5] OTT서비스 미디어시장 점유율

2022 ICT 주요 이슈
자료: Omdia(2021b)

- 글로벌 시장에서 OTT가 가입자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수입을 추월하는 시점은
단기적으로 예견되는 상황
●

한편 국내는 글로벌 OTT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로컬 주요 OTT서비스들이 경쟁
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상황
- 넷플릭스가 이용자(SVOD) 시장의 55.1%, 웨이브 22.1%, 티빙 16.3%, 왓챠 6.5% 점유(2021
년 9월 21일 기준)

[그림 3-6] 국내 주요 OTT서비스 이용자 수 추이(’20~’21.9)

(단위: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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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드로이드+IOS합산
자료: 아이지에이웍스(2021), 모바일인덱스인사이트,, 10월 12일 방문

- 매출규모의 경우 넷플릭스 4,154억, 웨이브 1,802억, 왓챠 380억 원 수준이며, 넷플릭스 이외
에는 영업적자

<표 3-3> 국내 주요 OTT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
넷플릭스
2020

웨이브

왓챠

티빙

4,154

1,802

377

155

(88)

(-169)

(-126)

(-61)

주: 티빙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10~12월 실적만 포함, 괄호는 영업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

OTT시장1)에 미디어사업자, TV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진입하며 기존 및 신규 OTT
사업자들과 시장을 양분
- 전통 미디어사업자(TV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포함)들의 OTT시장 진입 후, OTT서비스간 합병
들이 전개되며 ’21년 2사분기 5,359개로 감소

[그림 3-7] 글로벌 OTT서비스 수 규모(좌)/사업자 유형별 OTT서비스 수 규모(우)

자료: Omdia(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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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수준에서 미디어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OTT를 서비스를 운영(’21년 1사분기, 전체 글
로벌OTT서비스의 35%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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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OTT서비스는 전체 글로벌 서비스의 각각 17%, 16% 점유
- 기존 및 신규 OTT사업자의 OTT서비스는 전체 글로벌 서비스의 32%를 점유

◆ 방송 등 전통 미디어사업자들의 OTT 시장 진출 러시 속에 시장은 점차 경쟁적으로 변모
●

지난 2년간 미국의 OTT시장은 빠르게 변화
- OTT시장 연평균 30% 성장, 전년 대비 26% 성장하며 OTT시장이 본격 개화2)

●

OTT(SVOD)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간 시장을 주도 해왔던 넷플릭스, 훌루 두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가입자)이 절반 이하로 감소
- 2019년 2사분기까지 OTT시장은 두 사업자가 7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이었지만, 최근 50%
대 이하로 감소(’21. 2사분기)

1) 본
 통계에서 언급한 OTT서비스는 가입형, 콘텐츠별 구입형, 광고형, 무료형의 OTT서비스, 그리고 미디어사업자라함
은 콘텐츠 제작사/판권소유자, 콘텐츠배급업자, 시네마그룹, 스포츠연합 등을 지칭(Omdia, 2021b)
2) 최
 근 몇 년간 뉴스, 공포, 예술, 영국(Brit Box), 공공(PBS), 다큐멘터리 등의 특정 장르를 제공하는 일명 ‘Specialty
OTT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그림 3-8] 美 OTT(SVOD) 가입자 점유율 추세

자료: ANTENNA(글로벌스트리밍시장분석기관), ),Junghoon’sDirectMediaforAudience(substack.com)재인용

●

OTT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OTT서비스의 범용성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유료방송의 포지셔
닝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가 산업적으로 중요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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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구 당 OTT가입률 지수를 보면, ’20년 1사분기 0.7에서 현재는 1.0을 상회, 가구 당 4

※ ’20년 1사분기 현재, 3억4천 만명이 OTT에 가입(인구 3억 3천 만명)

- 미국은 OTT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와 유료방송가입자(MVPD)의 해지율이 높아지는 시점이
유사

[그림 3-9] 美, MVPD 가입자 추세(좌)/인구 당 OTT 가입률 지수(우)

자료: Varity VIP+(2021.8)(좌)/csimegazine(2021.4)(우), Ampere Analysis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개 이상의 OTT서비스 가입

-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OTT의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로컬OTT간 인수 합병 등 OTT 시장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이용자 규모는 최소 2,200만 수준 이상일 것으로 추정
※ ’19. 9월, 웨이브 출범(푹과 옥수수의 합병)/ ’20. 10 신규 티빙 출범(ENM과 JTBC 합작)

- 반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는 해지율이 신규 가입률(해지방어률
포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

[그림 3-10] 韓, 유료방송 가입자 추세(좌)/주요 OTT서비스 이용자 규모 추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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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
 내 주요 OTT(2020. 6~21. 9: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4개 서비스, 2016~2018년: 넷플릭스, 푹, 옥수수, 올레
TV모바일, U+모바일 5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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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좌)/2016~2018 매조미디어 2019주요 OTT 트렌드리포트; 2020. 6~21. 9, 아이지에이웍
스(2021), 모바일인덱스인사이트, 10월 12일 방문

●

미디어플랫폼 시장 활성화와 로컬 OTT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전략에 중요한 변수
-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미디어 관련 새로운 시장(서비스)은 기존 미디어사업자(통신사업자 포함)
의 자원(콘텐츠, 네트워크)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방송통신상품 결합 약정 등으로 유지)
- 그러나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플랫폼시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수직적 시장이 아닌 수평적(융합플
랫폼)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자원에 기반한 것 이상의 혁신이 필요
※ 방송통신융합 → 미디어와 인터넷융합(OTT: 미디어플랫폼) → 미디어플랫폼과 가상세계와의 융합(메타버스)

4
미디어플랫폼의 경쟁 전략
◆ 미디어분야의 대표적 경쟁 수단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디즈니플러스’의 한국진출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음
●

미디어분야 ‘콘텐츠 투자(production investment)’는 대표적 경쟁 지표이자 경쟁 전략
(Hoskins et al., 1988; Jayakar & Waterman, 2000; Lee, 2006)
- 미국 주요 미디어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는 지난 10년간 명목상 모두 증가하였지만, 물가인
상(연평균 1.3%)을 고려할 경우 기존 4개 사업자는 현상 유지·감소한 반면 넷플릭스의 경우
69.4% 증가

[그림 3-11] 미, 주요 미디어사업자 제작비 규모 추세(좌)/수입 대비 콘텐츠 투자 비중(우)

55

-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는 한동안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2016년 수입
보다 1.18배 많이 콘텐츠에 투자)
※ 실제로 넷플릭스는 몇 년간 수입 이상의 돈을 콘텐츠에 투자한 결과 2017년에는 적자를 기록, 현재는
흑자
●

전통적 미디어산업과는 구별 짓는 미디어플랫폼 시장의 규모의 경제 실현 메커니즘 구축
- 미디어 산업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는 배급의 규모(scale of distribution)가 커짐에 따라 평균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 만약 평균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미디어플랫폼들은 비용상의 이점을 계속해서 추구하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자료: Jayakar and Park(2020) 재구성

는 것이 합리적
- 그러나 넷플릭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 가입자당 제작비 지출 규모는 줄어 들기 보다 오히려 10
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

<표 3-4> 넷플릭스, 가입자 당 프로그램 평균 지출액
’08

’09

’10

’11

’12

’13

’14

’15

48

60

574

3,785

3,278

3,705

4,366

6,934

9.2

11.9

18.6

32.8

38.4

48.2

60.2

75.6

93.1

113.9

5.22

5.04

30.86

115.40

85.36

76.87

72.52

91.72

111.99

93.99

프로그램 지출
(백만 달러)
유료가입자
(백만, OTT+DVD)
가입자 당 지출
(달러)

’16

’17

10,426 10,706

자료: Jayakar and Park(2020)

- 전통 미디어들이 콘텐츠별 창구화 전략(windowing, time shift)을 통해 배급의 규모를 확대하
는 방식이었다면, OTT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은 글로벌 동시 개봉(방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배급의 규모를 원포인트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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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의 국가별 글로벌 진출 확대 시기와 콘텐츠 투자 규모 증가간 관련성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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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넷플릭스 글로벌 진출 현황과 가입자 규모 증가 추세

자료: statista(좌)/서울경제(2018. 10)

●

이와 같은 독특한 메커니즘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의 지위를 갖을 경우에 가능하며,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는 미디어플랫폼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략
-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은 넷플릭스의 신작 출시에 따른 일 사용자 수 변화 추이에서 뚜
렷히 드러남
※ <킹덤 시즌2>, <스위트홈> 등 신작출시 시점에 사용자 수 급증

- 로컬 OTT들의 전략도 최근들어 기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지상파, 종편)을 오리지널로 편성하
던 방식 이외에 OTT에서만 볼 수 있는 자체 오리지널을 확보하기 시작하며, 관련 전략을 강화하
는 추세3)

[그림 3-13] 넷플릭스 신작 출시에 따른 일 사용자 수 변화 추이

자료: 서울경제(2021.3), 모바일인덱스(안드로이드+ios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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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활용해 플랫폼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것
●

데이터는 유통 및 영상/음악 스트리밍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
비자 경험 증진에 사용되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박유리, 2020; OECD, 2015)
- 플랫폼의 상호작용성과 컴퓨팅은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시청 시간을 통제, 광범위한 메타데이터
생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 등을 가능케 함(Sherman & Waterman, 2016)
- OTT는 데이터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전반에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이용자 추적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4)
- 넷플릭스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 홈페이지의 ‘맞
춤형 이미지’와 ‘맞춤형 화면구성’을 제공5)

3) “(콘텐츠 웨이브 관계자) 유입지표 분석을 위해 신규 회원들이 가입 이후 처음 보는 콘텐츠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유레이즈 미 업>을 공개한 첫 주에 관련 시청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독점공개하는 형태가 신규 가입자 견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적극적으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릴계획이다.”(블로터, 2021. 10. 2.)
4) 데이터는 콘텐츠의 선별, 제작, 추천 및 수급 전략, 예산의 최적화에도 활용
5) 2
 010년부터 고도화된 넷플릭스의 추천 기술은 최초에는 수작업으로 코딩되었으나, 현재는 2억명이 넘는 전 세계 구
독자 프로필과 5천 여편의 콘텐츠마다 수백개의 속성을 메타데이터로 입력하여 이를 AI 및 머신런닝(ML)기반 시스
템으로 자동화 되어 각기 다른 개인화 화면으로 전송(JEREMY,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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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플랫폼들의 공통점은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을 확보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데이

[그림 3-14] 넷플릭스의 빅데이터 활용

자료: MUVI(2018. 11)

- 넷플릭스 추천 엔진은 구독자가 앱을 여는 순간 몇 초안에 콘텐츠를 찾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이탈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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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는 이를 “90초의 승부”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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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로컬 OTT의 콘텐츠 큐레이션 추천 시스템은 작동범위가 작음, 예컨대 넷플릭스의 앱 화면
은 고객마다 개인화되어 모두 다르게 제공되지만 로컬 OTT들의 앱 화면은 거의 유사
- 국내 주요 로컬OTT의 경우 신작 위주의 큐레이션에 집중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
츠에 비해 압도적 다수인 구작 콘텐츠의 시청을 유도하는 데 기술을 집중(JEREMY, 2021. 7)
●

데이터를 통해 미디어플랫폼은 “데이터+IP+쇼핑의 결합”, “데이터+ 문화콘텐츠” 등 인접시장
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가치를 높임
- 넷플릭스는 OTT서비스 이용자 경험 데이터를 오리지널 콘텐츠의 스토리(IP)와 연계시킨 굿즈
(goods)를 제작, 판매
- 굿즈 시장의 경우 새로운 IP가 등장하면 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킨다는 특징이 있어,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력 확보 개연성은 충분
※ 굿즈 시장은 자사의 막강한 IP(마블, 루카스, 픽사 애니메이션 등)를 보유한 디즈니가 주도

[그림 3-15] ‘넷플릭스닷숍’ 소개 화면(좌)/‘왓챠피디아’ 문화콘텐츠 추천 앱(우)

자료: https://about.netflix.com/en/news/introducing-netflix-shop

- 로컬 OTT 중 왓챠는 OTT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콘텐츠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
역을 확장
※ 음원유통사(블렌딩) 합병 발표, 그간에 축적된 영상콘텐츠 평점 데이터(현재, 6억 2천 만 개)를 기반으로
도서평점서비스, 음악, 공연, 웹툰 등 문화예술전반으로 확장(한국경제, 2021. 8)

◆ 미디어플랫폼의 진화: 메타버스(Metaverse)
미디어플랫폼이 메타버스로 확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MZ세대)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의 약 70~80%정도가 10대, 미디어플랫폼의 주 이용자
20~30대, ‘디지털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창작자이자 향후 미디어 소비의 주 고객
- (팬덤) 이용자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 메타버스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게임, 공연 등)를 기반으
로 한 MZ세대의 팬덤 작동
- (경쟁 심화) 전통 미디어사업자들의 OTT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성장 둔화), ‘여가시간’과
‘여가 소비 공간’에 대한 관심 고조
●

넷플릭스는 ‘기묘한 이야기(Strange Things)’를 IP로 한 모바일 게임(안드로이드 앱)을 폴란
드에서 시범적으로 제공(Variety, 2021. 8)
- 넷플릭스는 여가시간 선점을 두고 경쟁상대를 유료방송채널 HBO에서,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
트(Fortnite)’로 확대(Reuters, 2013; Bloomberg, 2021. 7; AP, 2021. 7)
- 게임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가시간을 게임이 주도한다면 미디어플랫폼
입장에서 게임 탑재는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실험
※ “우리는 게임 그 자체에서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게임은 우리의 빅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
다”(넷플릭스 CEO 헤이팅스 인터뷰 중, Variety. 2021. 8)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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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시사점
◆ 미디어들의 전략이 전통적 미디어 서비스에서 ‘OTT-First Model’로 이동 중
●

코로나 팬데믹은 전통미디어와 미디어플랫폼간 경계를 더욱 엷어지게 만든 데 있어 기폭제
(catalyst)

●

콘텐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미디어회사들은 OTT서비스를 미래의 가장 중요한(front and
center) 서비스로 포지셔닝
- 2021년 11월 디즈니스 플러스의 국내 진출이 예견된 상황에서 디즈니는 지난해 30개에 이어 올
해 안에 100개의 TV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디즈니플러스로 전환(migration)한다는 계획 발표
(Bloomberg, 2021. 5; The Walt Disney Company,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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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First Model로의 이동 국면에서 로컬OTT사업자의 전략은 ‘국내 시장 경쟁’, ‘해외 시장
2022 ICT 주요 이슈

을 향한 연합(제휴)’
●

국내시장에서의 OTT 경쟁은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전략
- 특별히 로컬 콘테츠를 다수 확보한 OTT에 대해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들의 선호가 절대적이라는
점은 주시해 볼 필요
※ 영어권·유럽 국가들의 경우 20~30% 수준으로 낮음, 반면 그 외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45~75% 정도
로 선호도가 강함

- 지난 1년 동안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성공한 10대 타이틀 중 로컬 콘텐츠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
가(’21. 6월, 80% 점유)

[그림 3-16] 국가별 OTT서비스 선호도(좌)/넷플릭스 상위 10위 타이틀(우)

자료: V
 ariety(2021. 8), ,Junghoon’sDirectMediaforAudience(substack.com)재인용
(좌)/AMPERE(2021. 8), Video Insight(우)

- 로컬 콘텐츠 중 배타적 방영권을 갖는 콘텐츠에서 직접 투자하여 판권(All rights)을 보유한 콘텐
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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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플러스의 경우도 로컬 콘텐츠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상 할애할 것으로 전망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미디어 플랫폼시장에서 로컬 OTT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은 해외 시
장을 향한 ‘플랫폼 연합(제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임
-로
 컬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해외 판로 없이는 수익화(recoup) 어려움
- 국내외 OTT 시장이 경쟁적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복수의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갖게 됨
- 대표적으로 미국 NBC Universal과 Viacom CBS가 유럽 OTT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OTT 연
합플랫폼(joint venture) “Skyshowtime” 출시 하겠다는 계획(The Hollywood Reporter,
2021. 8)은 후발사업자로서 넷플릭스와 아마존비디오프라임이 선점하고 있는 유럽시장에 각각
의 독자적 플랫폼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선한 것
※ Comcast는 자회사 NBC Universal, 영국 위성방송 Sky의 최다출자자이며 자국 OTT서비스인 피콕을
운영 중, Skyshowtime은 피콕의 플랫폼 기술기반으로 운영될 계획

- 경쟁력을 인정받은 한류 콘텐츠 자산을 기반으로 로컬 OTT들의 해외진출(로컬 수요가 큰 비영
어권국가)에 대한 최적의 플랫폼 모형을 고안해 낼 시점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

◆ 미디어플랫폼은 ‘TV 아울렛(outlet)’ 이 아닌 ‘게임 체인저’
●

미디어플랫폼이 기존의 방송과 구별 짓는 것은 상호작용성과 컴퓨팅 능력을 갖췄다는 것
- 미디어플랫폼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 활동의 결과물인 데이터를 생성해 내고, 그것을 컴퓨팅 하
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냄
-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은 쇼핑에서부터, 추천서비스,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플랫폼
의 확장성을 가늠할 수가 없음

●

미디어플랫폼의 운영철학과 규제원리는 방송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함
- TV방송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방송(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고(허가에 따른 배타적 이익 보장), 공적 책무를 실현하도록 하였음
- 미디어플랫폼은 인터넷 상호작용성, 컴퓨팅 기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비즈니스모델의 다양성, 가
변성, 미래 변화 가능성을 예단하고 획일화하기 곤란한 특성을 가짐
- 따라서 미디어플랫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식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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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사안별(case-by-case)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

2022 ICT 주요 이슈

●

정책적으로 OTT First Model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이행기 제도개선 전략 중요
- 첫째, 전통적 방송이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에 친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
※ 정부가 케이블 SO에 IPTV 사업 면허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획은 제도개선의 단계별 이행전략의 일환으
로 이해될 수 있음

- 둘째,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콘텐츠들이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를 특정
할 필요
- 셋째, 미디어플랫폼은 글로벌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범체계에 조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P

A

R

T

04
미ㆍ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정용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김성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동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문

··············································································

1. 미·중 패권 경쟁의 속성

······················································

65
69

2. 미국의 데이터 전략과 특징

··················································

76

3. 중국의 데이터 전략과 특징

··················································

80

4. 데이터 패권의 속성과 정책적 시사점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85

문
약
요

미ㆍ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은 그 속성상 ‘기술 패권’, ‘경제 패권’, ‘안보
패권’의 다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핵심은 ‘데이터 패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정책과 중국의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정책이 글로벌 공
조를 위한 동맹 규합의 선언이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면 최근의 양상은 더욱 공세적이다. 미 상원이
발의한 “2021 전략 경쟁법”은 대중국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이다. 중국도 데이터의 수집,
저장, 운반, 제공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이터안전법을 2021년 공표했다.
미·중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 양상은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속성을 지닌 데이터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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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데이터 안보(Data Security) 차원으로 진화하여 데이터를

비견할만한 ‘데이터 동맹(Data Alliance)’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중의 데이터 경쟁의 속성과 동인 분
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 중국 모두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가 안보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
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위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
의 확립과 국가 데이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가 전 분야에 걸쳐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 전담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미·중 양국이 안보논리와 데이터의 전략자산화를 강조하면서 데이터의 로컬화 양상은 강화
될 전망이며, 데이터와 관련된 생태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반적인 탈동조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 역외 이전 이슈의 경우 호혜평등 원칙에 기반하여, 국가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상대국은 물론 자국 플랫폼에 대한 제재 등 데이터 기업에 대한 미·중 정부의 대응이 복합
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공정경쟁은 물론 한류 콘텐츠 경쟁력에 힘입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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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한 신냉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물론 무역 협정 등 군사 동맹에

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미·중은 데이터 동맹 전략과 함께 AUKUS, SCO 등 아태 지역 내에서의 군사 동맹을 통해
대립 전선을 확대 중이나 교역과 연구협력 등에서 여전히 상호 의존이 높은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므로 사안별 접근을 통한 리스크 최소
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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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Data Rival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multipl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hegemony,” “economic hegemony,” and
“security hegemony,” and can be interpreted as “data hegemony.”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2021” proposed by the US Senate is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ob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over China. China also announced the
“Data Security Law” in 2021 to strengthen the state’s contro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ver the entire process of collection, storage, transfer, and delive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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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ar over the data sovereignty and security due to its conflicting objective of data
utilization and protection.
It is developing into a data alliance comparable to military alliances such as trade
agreements as well as sanctions against companies in the other country, and is
developing in a complex aspect in combination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security
alliance system in the Pacific reg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riving forces and features of the data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sider data as strategic assets and use
strategies to link them to national security. Korea government also urgently needs to
establish a national data strategy and governance framework considering data as a
strategic assets for national security.

미ㆍ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The data initiative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is evolving to the new cold

As the U.S. and China regard data as a security asset, the localization of data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and this could be spread to the entire datarelated ecosystem. Therefor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based on the equality and
mutual benefit principle becomes very important in preparation of overall decoupling,
especially for the data flows across borders.
The U.S. and China are expanding the confrontational front through military alliance
strategies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such as AUKUS and SCO along with data
alliance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both countries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trade and research cooperation. From Korea’s point of view,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important trading partners, so a risk minimization strategy is needed
through a case-by-cas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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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패권 경쟁의 속성
◆ 냉전 이후 유일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
(Jones, 2020)
●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The White House, 2021)인 중국은 2020년 현재 경제 규모 2위(명
목 GDP 기준), 에너지 소비 1위, 국방예산 2위, 탄소 배출량 1위, 해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
로 성장
- EU, 러시아, 일본, 인도 등도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이
나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미·중 양강 구도가 공고화
-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액 규모나 특허 수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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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투자액(좌) 및 특허수(우)

주: 특허 수는 3종 특허 계열로 European Patent Office (EPO), the Japan Patent Office (JPO) and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등록된 특허 수
출처: OECD Database

- 중국의 세계혁신지수 순위도 2019년에 15위권에 진입 후 2021년 12위로 상승

미ㆍ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단위: 10억 달러, 천 개)

[그림 4-2] 세계혁신지수(Gobal Innov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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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IPO(2021)

●

AI 분야에서도 미·중 양국은 전문가 수, 자본 수준, 데이터 규모, 혁신적 생태계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
- 전 세계 4,500여 개의 AI 기업 중 50%는 미국기업, 30%는 중국기업이 차지
- Rao & Verweij (2017)에 따르면, AI의 경제적 효과는 중국(2030년까지 26% GDP 상승효과)
과 북아메리카(14.5% 증가)에서 가장 클 것이며, 전 세계가 얻는 효과의 70%(약 10.7조 달러)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의 마찰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ICT 중심의 신기술 패권 경쟁
으로 확장
●

미국은 국가안보, 공정거래, 인권 등을 명분으로 수출/수입제재, 투자제재에 이어 금융제재를
추가하는 등 대중 압박정책을 강화

<표 4-1> 미국의 대 중국 제재 수단
구분

관련 법

주관 기관

핵심키워드

수출제재

ECRA, 수출통제개혁법(EAR)

상무부, BIS

거래제한 명단

수입제재

국방수권법(NDAA) 2019 889조

각 부처

정부 조달

투자제재

외국인 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금융제재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

TID*

(CFIUS)
재무부, 해외자산

특별 지정 국가 및 차단자

통제국

목록(SDN list)

출처: 연원호(2021). p. 7의 표 3의 내용 일부 수정
* TID(Critical Technology, Critical Industry, Sensitive Data): 핵심기술 및 핵심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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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 기조는 지속 유지

업을, 7월에는 23개 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포함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잠재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21년 10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내 영업허가 취소
• 美 국가 방첩·보안 센터(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는 ’21년
10월 5개의 핵심분야(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기술, 반도체, 자율시스템)에 대한 중국
의 위협을 경고

- 2021년 4월 상원에서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발의, 6월에는 혁신경쟁법(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이 상원을 통과
- 2021년 6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제한을 연장하여 미국인의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내, 대외 양방향 모두 지식 이전과 인력교류 등의 채널을 통해 생산
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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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5개 중국통신기업을, 4월에는 7개의 중국 슈퍼컴퓨팅 기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중국의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

[그림 4-3]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 추이

출처: https://www.us-china-investment.org/fdi-data

◆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경쟁은 표면적으로는 고조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상호의존
성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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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측면에서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 수출 상대국이며, 최대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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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dium Group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약 1.1조 달러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의 상호 주식 및 채권 보유는 3.3조 달러 규모로 추정됨(Hass, 2021)

●

미국 내 유학생 중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35.6%), 중국 내 유학생 중 미국 유학생은 7번
째로(3.4%) 많으며 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표 4-2> 출신국가별 미국 내 해외유학생
2018/19

2019/2020

전체

1,095,299

1,075,496

100

-1.8

중국

369,548

372,532

34.6

0.8

인도

202,014

193,124

18

-4.4

한국

52,250

49,809

4.6

-4.7

사우디아라비아

37,080

30,957

2.9

-16.5

캐나다

26,122

25,992

2.4

-0.5

출처: Opendoors Fast Facts 2020 https://opendoorsdata.org/

비중

증가율

<표 4-3> 국가별 미국 유학생 수
2018/19

2019/2020

비중

증가율

영국

39,403

39,358

11.3

-0.1

이탈리아

36,945

39,043

11.2

5.7

스페인

32,411

33,849

9.8

4.4

프랑스

17,185

18,465

5.3

7.4

독일

12,250

12,029

3.5

-1.8

아일랜드

11,965

11,777

3.4

-1.6

중국

11,613

11,639

3.4

0.2

출처: Opendoors Fast Facts 2020 https://opendoorsdata.org/

[그림 4-4] 미국 내 유학생 출신국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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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의 최대 연구협력국으로, 미국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고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
과의 협업 비중이 증가(Zhu et al. 2020)
- 중국 입장에서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 연구협력국으로 high-impact 부분 전체
공동 연구 수의 약 30%가 미국과의 공동 연구
• 미국 입장에서 중국 역시 최대 연구협력국으로 high-impact 부문 전체 공동연구 중 중국
과의 공동연구 비중이 2009년 4.19%에서 2018년 15.7%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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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pendoors https://opendoorsdata.org/

-H
 igh-Technology 연구 분야에서도 양국은 서로에게 전체 국제공동 연구 중 비중이 가장 큰 국가

[그림 4-5] 중국의 주요국과의 국제공동연구 비중 추이

출처: Zhu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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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
●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
른 반중국 정서는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팽배

●

미국은 對중국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를 진행하며 장기전에 대비
- 중국은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에서 국내 수요와 소비 중심의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
며, 특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
※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기술 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두 배 수준의 GDP 달성을 목표로 한 ‘쌍순환 발전전략’을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선언(현상
백 외, 2020, 연원호, 2021)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2020), 중국 수출통제법(2020),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발효(2021), 외국인 투자안전심사법 발효(2021) 등 대미 대응 전략 차원의
법제도 정비
※ 미중 통상분쟁이 진행되던 2019년 5월 시진핑 주석은 대장정 기념탑을 참배하고 ‘새로운 대장정’ 전략
으로 선언하여 ‘지구전’ 전략을 시사(연원호, 2021)

●

중국이 추진 중인 국가주도형 비시장적 경제구조를 용인하기 어려운 미국의 정책 기조와 안정
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국의 전략 고수로 양국 간의
패권 갈등은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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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데이터 전략과 특징
◆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
●

2012년 백악관이 빅데이터 이니셔티브(Big Data Initiatives)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 연구개발
과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한 이래 미국 정부는 오픈 데이터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강화와 민간
활용 촉진의 양면 전략을 추진
- 데이터 관리와 개방을 강화한(데이터 저장소 구축, 공개 목록 작성, 사용자 친화적 API 방식 적
용 등) 오픈데이터정책(Open Data Policy-Managing Information as an Asset, 2013), 연방
정부의 재무데이터를 공개하는 웹사이트(USA Spending.gov)를 개설, 연방 정부의 모든 지출
을 추적 가능하도록 한 데이터법(Data Act-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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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정책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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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촉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법(2018)’과 ‘연방 데이터 전략 2020’을 통해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선언

◆ 국가안보 차원의 대중국 견제 데이터전략으로 전환
●

구글, 패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전
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
- 2021년 발의된 혁신경쟁법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 등 디지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와
우방국과의 협정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시장에서 불법적인 데이터 접근을 시도하는 국가 명단
을 게시하는 등 미국 관점의 데이터 패권 전략을 강화

◆ 데이터에 기초한 정부 정책결정을 선언한 증거기반정책법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

연방정부의 증거구축 활동을 규정하고(제1장) 연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
한 OPEN(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정부데이터법(제2장), 비밀정보보호

와 통계적 효율성 (제3장)으로 구성
- 증거기반 정책이란 정책 의제 설정, 증거 구축계획, 정책 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담당관((evaluation officer)과 통계담당관(statistical official)의 역할을 명시(정용찬 외,
2020)
- 각 기관은 데이터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데이터책임관으로 비정치적 인사를 임명. 최고데이터책
임관은 통계담당관과 협의하고, 성과향상 담당관, 평가담당관 등을 지원하며, 데이터 접근성 관
련 인프라 향상을 위해 최고정보책임관과 협력
- 최고데이터책임관위원회(CDOC, Chief Data Officer Council)를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에
설치하여 기관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
●

연방정부의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분석, 권고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증거 구축
을 위한 데이터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Data for Evidence Building)를 설치
(정용찬 외, 2020)
77

◆ 전략적 자산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 연방 데이터 전략

●

2018년 3월, 대통령 경영 안건(President’s Management Agenda)은 ‘데이터를 전략적 자
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방 데이터 전략 개발 및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
여 개발된 연방 데이터 전략은 10대 원칙, 40대 실천 과제로 구성(Federal Data Strategy
Development Team, 2019)
- 연방 데이터 전략은 윤리적 거버넌스(Ethical Governance), 의식적 설계(Conscious Design)
및 학습 문화(Learning Culture)의 세 범주로 구성된 10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지도함으로써 서비스 및 공익을 위한 연방 데이터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정용
찬, 2020)
- 40대 실천 전략은 10대 원칙 실현을 위한 5∼10년 간의 중장기 전략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육성
하고 공공 부문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 전략, 데이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실천 전략,
효율적이고 적절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구성. 40대 실천 전략을 위해 2020
년에 실행할 과제(36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의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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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Data Strategy)

◆ 중국 IT기술 기업 배제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 정책
●

통신뿐 아니라 스토어, 앱, 클라우드를 망라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으로 ‘자유를 사
랑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가입을 촉구’하며 안보 위협이 없는 ‘클린 회사’로 일본, 대만 등 글
로벌 통신사 30여 곳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SK텔레콤과 KT를 포함
- 클린 패스(Clean Path), 클린 캐리어(Clean Carrier), 클린 스토어(Clean Store), 클린 앱(Clean
Apps), 클린 클라우드(Clean Cloud), 클린 케이블(Clean Cable)로 구성
- SK텔레콤·KT를 포함해·일본·대만 등 글로벌 통신사 30여 곳을 안보 위협이 없는 ‘클린 회사’로
지정. 대만은 참여 선언, 일본은 불참을, 한국은 민간 업체의 자율 선택을 선언

◆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

미국의 기술 패권 강화를 위해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 혁신경쟁법이 2021년 6월 상원
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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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발전, 국제협력, 사이버안보, 관세, 중국 인권탄압 대응 등으로 구성된 이 법은 관련 상
임위도 국토안보위, 상무위, 외교위, 금융위, 재무위 등에 달하는 2,400쪽 분량의 대중국 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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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중 전략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통제, 국
제협력, 미국 가치 수호 등 대중국 견제 전략을 수록
●

대중국 규제로 인한 미국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수록한 통상법(Trade Act of 2021)은 자유
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강조
- 미국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 등 디지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개시하고 우방국과의 협정을 검토
(이원석, 2021)
- 미국무역대표부는 미 국민의 데이터에 불법 접근하는 외국의 정책, 행위를 파악하고, 자국 시장
에서 불법적인 데이터 접근을 시도하는 국가를 파악하여 매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

<표 4-4> 미국 혁신경쟁법 주요 내용
법안명
CHIPS and USA
Telecom Act)
Endless Frontier
Act
Strategic
Competition Act

상임위
국토 안보위
상무위
외교위

Securing
America’s Future

국토 안보위

Act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금융위

Trade Act of 2021

재무위

Other Matters

다수

주요 내용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 중국산 통신 장비
의존 방지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국 신설, 연구안보 강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재양성
중국 위협에 대비한 국제 협력, 미국 가치 수호, 수출통제 강화
중국산에 대응할 Buy America 적용 강화, 사이버안보 인력
양성
중국의 인권 탄압 등 행위에 대응할 기존 및 신규 제재 적극
활용
일반특혜관세 및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 재개, 301조
추가관세 면제 재개, 강제노동/ 지재권 탈취제품 수입 금지
미 고등교육기관의 공자학원 연계성 조사

중국 관련성
중
하
상

중

상
상
중

자료: 이원석(2021). p. 1의 표(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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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데이터 전략과 특징
◆ 데이터 주권의 강조와 전략자산화
●

중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한편, 자국 내에서는 풍부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
고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독자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데이터
주권의 개념을 적용(가오푸핑, 2021)
- 데이터를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함께 5대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데이터 요소 시장을 가속화
할 것을 천명(中国信息通信硏究院, 2021)

※ 데이터 요소 시장: 데이터 수집, 표준, 소유권, 레이블링, 가격산정, 거래, 유통, 보호 등

- 데이터에 재산권을 부여하여 거래, 유통, 국경간 전송 및 보안에 대한 기본 시스템과 표준·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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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상백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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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7대 신형 인프라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센터
※ 신형 인프라는 5G 기지국, 특고압선, 도시간 고속철·도시 궤도교통, 신에너지차 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AI, 산업인터넷

- 한편,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통제가 국제 무역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데이터가 국익과 직결
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진화
●

데이터 주권 개념은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데이터 로컬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데이
터센터와 서버의 자국 내 설치, 핵심 데이터의 역외반출 금지 등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데이터 주권 관점의 법제화는 미중 갈등 및 데이터를 혁신 동력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흐름과 함
께 정교화, 강화되어 가는 중
※ Cory and Dascoli (2021)는 데이터 로컬화 요구 사항을 제정한 국가의 수가 2017년 35개에서 2021년
62개로, 총 국가 수는 2017년 67개에서 2021년 144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그 중, 중국
(29), 인도(12), 러시아(9) 및 터키(7)를 데이터 로컬화의 선두주자로 지적

◆ 데이터 로컬화를 강제하는 라이센스 제도
●

해외 사업자들이 중국 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라
이센스 제도에서 비롯
- 데이터 저장, 전송, 유통 등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되어 50% 지분 허용 및 합작 요건
충족 하에 중국 진출 가능
- 데이터센터 운영은 별도로 IDC 허가증이 필요하며, 외자지분 합작일 경우 허가증 발급 불가
※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외자기업에게는 50% 이하 지분합작 시 허가증 발급

<표 4-5> 중국 부가통신사업 분류
구분

서비스 유형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서비스
국내 다자통신 서비스

제1종

국내 인터넷 가상전용망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비스
EDI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서비스

제2종

콜센터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해외에 서버를 둔 외자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중국 내에 데이터센터 구축 의무화
- 외자 기업은 데이터센터의 직접 구축, 운영이 아닌 중국 측 데이터 센터와의 계약을 통한 구축과
기술제공을 통해 중국 데이터 시장으로 진출 가능
- 애플, IBM, Dell 등의 외자기업들은 합작 기업과 함께 중국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데이
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
※ 애플은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 센터(GCBD)와 합작으로 중국 구이저우에 데이터센터 구축.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애플과 GCBD가 공동으로 가지며, 운영은 GCBD가, 애플은 기
술지원을 담당(Apple, 2021)

●

이 외에도, 중국은 중국 내 임대회선 및 가상사설통신망(VPN)을 통한 해외 데이터센터 접속
이 불가능
- 중국 내 이용자들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VPN을 활용한 해외 데이터 전송이 제한
※ 인터넷네트워크접속서비스 시장 정돈과 규범화에 관한 통지 (关于清理规范互联 网网络接入服务市
场的通知), 주관부문의 승인을 얻지 않은 VPN 국외접속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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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서비스

●

81

◆ 데이터 지역화를 제도화한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2016. 11)
●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서 데이터 서버의 현지화,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제약을 처
음으로 제도화
- 동 법은 네트워크 및 핵심정보인프라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과 안정성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여기서 네트워크란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단말기 관련 설비로 구성돼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KOTRA, 2020. 5. 28.)

-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국내 저장 의무화 규정을 통해 데이터 로컬화 요
건을 명문화
※ (제37조) 핵심정보인프라 시설 운영자가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
국 경내에 저장해야 한다. 업무상 수요로 중국 경외로 반출해야 할 경우, 국가 인터넷 정보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핵심정보인프라에 해당되는 기관, 회사는 ‘데이터 유출로 국가의 안전, 국가 계획과 국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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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이 심하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의미
※ 공공통신과 정보 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행정, 위생의료, 교육, 사회보험, 환

2022 ICT 주요 이슈

경보호,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국방과학공업, 대형장비, 화공, 식품약품, 신문 등의 영역이 포함(법
무법인 세종, 2021. 7. 27.)

◆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2021. 8.)
●

2021년 8월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의 처리 규칙과 개인정보의 역외 제공 규칙 등을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역내 저장과 역외 이전의 제한 등을 강조
※ (제38조) 국가 인터넷 네트워크 부분 조직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개인정보의 역외 제공이 가능하며,
(제30조) 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외 수치인의 명칭과 이름, 연락처, 처리목적,
처리방식, 개인정보의 종류 등을 고지해야 한다.
※ (제40조) 국가 네트워크 핵심정보인프라 시설 운영자와 국가 네트워크 부문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
수량에 도달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집, 생성된 개인정보를 경내에 저장해야
하며, 해외에 제공할 경우 국가 네트워크 부문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생략)

- 특히, 각종 조약 등에 기반한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해외의 요청을 처리하고, 해외 국가 또는 지
역의 중국에 대한 차별에 대해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

※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법률 및 국제 조
약 ,협정에 따라 또는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외국의 요청을 처리한다.
※ (제43조) 국가 또는 지역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기 조항들은 개인정보 역외 이전과 데이터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대상국과 상황에 따
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데이터 현지화와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

◆ 데이터의 전략자산화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2021. 9)1)
●

데이터 안전법은 데이터의 안전과 보호, 데이터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내용
을 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 개인 및 조직의 권익보호 등을 강조
※ (제3조) 데이터는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의마하며, 데이터 처리에는 데이터 수
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이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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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발전과 안전의 통합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각 업계 및 산업분야에서의 활용 확산, 데이

※ (제13조)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여 데이터 개발 및 이용과 산업 발전을 통해 데이터 안전을 촉진하
고, 데이터 안전으로 데이터 개발 이용 및 산업 발전을 보장한다.
※ (제14조) 국가는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여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데이터가 각 업계 및 각 분
야에서 혁신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 (제16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 이용 및 데이터 안전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개발 이용 및 데이터 안
전 등 분야별 기술 보급 및 비즈니스 혁신을 장려하며 데이터 개발 이용 및 데이터 안전제품과 산업 체계
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 데이터 등급제 실시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데이터 역외이전의 제한,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국가간 호혜평등 원칙에 대한 입장을 견지
- 동 법에서는 처음으로 국가핵심데이터(国家核心数据)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중대한 공익과 관
련된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명확한 식별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제21조) 국가는 데이터 등급 분류 보호 제도를 마련한다. 경제 사회 발전에서의 데이터의 중요도 및 왜
곡, 파괴, 유출 또는 불법 획득, 불법 이용으로 인한 국가 안전,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
익 침해 정도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등급 분류 보호를 실시한다(...)국가 안전, 국민 경제의 명맥, 중요한
민생, 중대한 공공의 이익 등과 관련된 데이터는 국가 핵심데이터로 더욱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의 중한 번역본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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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지원, 데이터 안전 기술 발전 등의 내용을 강조

※ (제26조)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 등과 관련된 투자, 무역에서 중화인민
공화국에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운영 중 수집 및 발생한 중요 데
이터의 경외 이전 안전 관리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주무부서는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
또는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 사법 또는 법 집행기구의 데이터 제공에 관한 요청을 처리한다(...)
●

또한, 이 법에서는 통제물품에 관한 데이터 역시 법에 따라 수출통제를 시행할 것을 표명
- 중국을 겨냥한 물품 통제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을 가로막고 중국 데이터의 전략자산화를 강
화하는 역공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제25조) 국가는 국가 안전 및 이익 수호, 국제적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제 항목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해
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실시한다.

◆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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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정책에 대응하여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중국의 자체

2022 ICT 주요 이슈

구상으로 2020년 9월 발표
- 화웨이 사태 이후 미국과의 데이터 주도권을 겨냥한 전략으로 데이터 안보 위험의 증가로 범세계
적인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
- “다른 국가들에 대한 대량 감시를 반대하고, 기술기업들이 불법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얻거나 사
용자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수록(조선비즈,
2020. 9. 8)
- 주요 내용으로 기업은 사업하는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그
국가(해외국가)에만 저장하도록 강요 금지(4항), 다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및 데이터 관리 권한
을 존중하고 타국 데이터에 접근 금지(5항)
-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아세안,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수혜국이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예상

4
데이터 패권의 속성과 정책적 시사점
◆ 데이터의 속성과 데이터 패권의 진화 방향
●

디지털 경제 활동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
지만 분석과 가공을 통해 지식으로 변환되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
-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는 보호와 활용의 대상으로, 상충되는 속성으로 인해 개인, 기업, 국가 관
점에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확보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촉발
- 국가 차원에서는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조세 형평성이라는 디지털 무역 분쟁과 함께 국경간 데이
터 이동 등 안보 이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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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개인, 기업,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구분

주요 이슈

개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이동권
데이터 노동의 정당한 대가 산정
알고리듬에 의한 피해 방지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정당성

기업

플랫폼 대기업의 고객 데이터 독점에 따른 불공정
글로벌 데이터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규제 형평성
국경간 데이터 이동

국가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조세 형평성(Digital Tax)
데이터 안보(Data Security), 데이터 민족주의(Data Nationalism)

자료: 정용찬(2020). p. 23 [표 12] 내용 일부 수정.

●

미중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 양상은 데이터 주권, 데이터 안보(Data Security) 차원으로 진화
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매개로 신냉전의 조짐을 보임
- 상대국 기업 제재는 물론 무역 협정 등 군사 동맹에 비견할만한 ‘데이터 동맹(Data Alliance)’으
로 발전하고 있으며 태평양 역내의 신안보동맹 체제 재편과 결합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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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대상과 수준에 대한 합의

<표 4-7> 미중의 데이터 안보 전략
구분

미국

중국

법무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 스
자국 기업제재

마트폰 선탑재 반독점법 위반 으로 제소(’20.

사이버보안관리국(CAC): 국가 안보 위협을

10)

이유로 디디추싱에 및 플랫폼 기업 3곳 데이

하원 거대 플랫폼 대상 반독점법 법제사법위

터 보호 규정 위반 조사 착수(’21. 7. 5)

원회 통과(’21. 6)
연방거래위원회(FTC) 2019년 2월 중국 ‘틱
상대국 기업제재

톡’에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과징금

구글, 패이스북, 유튜브 접속 원칙적 으로 차단

570만달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칠레·뉴질랜
드·싱가포르와 디지털 무역협정(‘20)

무역협정

아태 지역 확장 예정(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표준 등)

데이터 안보동맹

EU 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중국의 외국인투
자규제 철폐, EU 투자자 공정경쟁 제공(’20.
12)

클린 네트워크: 통신, 스토어, 앱, 클라우드를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다

망라, 대중국 견제.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와

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및 데이터 관리 권

기업 가입 촉구

한 존중, 타국 데이터 접근 금지
SCO: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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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 동맹

AUKUS: 미국, 영국, 호주의 인도·태평양 역

스탄 등 8국의 역내 다자안보기구 안보 안정

내 안보 협력 강화(사이버, 인공지능, 수중능

공동 수호 선언(’21. 9. 17)

력 협력, 핵잠수함 기술 공유, ‘21. 9. 15)

중러 군사동맹 강화(해상연합 2021 훈련,
’21. 10. 15-17)

2022 ICT 주요 이슈

자료: 신문 기사, 오태현 외(2020) 등 참고 저자 작성.

◆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중국 모두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가 안보와 연계하는 전략 구사
- 대내적으로는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통한 스마
트 행정 정착을 추진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국경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원칙을 선언하며 동
시에 자국 데이터를 안보적 관점에서 관할
- 전략적 자산인 데이터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위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과
국가 데이터 전략 수립이 필요
- 데이터가 전 분야에 걸쳐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 전
담 조직 필요
※ 미국 백악관의 최고데이터과학자, 통계수석, 호주의 수상 직속의 데이터 전담 부처, 일본의 수상 직속의
데이터청 등이 벤치마킹 대상

<표 4-8> 주요국의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구분

특징
백악관 최고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 통계 수석 수석(Chief Statistician) 제도 운영
증거기반정책법(2018): 연방정부의 정책 평가를 위한 연방 통계의 중요성 강조, 연방정부의 데이터 사용을 촉진

미국

하기 위한 ‘증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Data for Evidence Building) 설치
데이터책임관위원회(Chief Data Officers Council) 신설(’20): 연방데이터 전략 수립, 데이터 기술개발, 공유
연방데이터 전략 2020: 데이터거버넌스구축, 데이터인프라개발, 데이터 인력양성 관점의 데이터 전략과 실행
계획 제시
수상 직속의 데이터 전담부처(Office of the National Data Commissioner) 신설(’18)

호주

국가데이터자문위원회(National Data Advisory Council) 신설(’19)
데이터 가용성 및 투명성 법안(Data Availabiltity and Transparency Bill) 발의(’20)
수상 직속의 디지털청 출범(’21.9): 국가 정보 시스템 정비, 민간의 디지털화 지원, 데이터 이용/활용, 사이버시
큐리티의 실현

일본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계획의 수정계획(’21.6):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거래 시장, 기반 데이터의 정비, 디지
털 인프라의 정비·확충, 디지털청에 데이터 전략 책임자 임명 및 각 부성청에 데이터 책임자 임명,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추진을 위한 국제연계 등 포괄적 데이터 전략 발표

자료: 원 출처 참조 저자 작성. 원 출처는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Federal
Data Strategy Development Team(2019), PM&C ONDC, 首相官邸(2020), 閣議決定(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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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양국이 안보논리와 데이터의 전략자산화를 강조하면서 데이터의 로컬화 양상은 더욱 강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
- 미중 갈등과 미국의 데이터 안보 기조로 인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미중 양 진영의 분리가 표면
화될 우려가 존재(NIKKEI Asia, 2021. 8. 18.)
- 장기적으로, 미중간의 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플랫폼, 인프라의 탈동조화와 동맹국 중심
의 구조 재편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현재 추진중인 디지털뉴딜 등을 통해 한국의 기술경쟁력, 데이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여 독자적인 생태계 기반 구축 노력을 전개하되, 이중화된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플랫폼, 표준
활용 시의 장단점, 비용 예측 등을 통한 대응 시나리오 준비 필요
●

데이터 역외 이전에 대한 중국의 호혜평등 원칙에 기반하여, 국가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중국에서 생산·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업,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데이터의 역외 이
전이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이익 발생이 가능한 협력지점을 모색
※ 미국도 데이터 역외 이전에 있어 중국과 유사한 조건이나 방식을 내세우고 동맹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 구
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중 양국에서 개인·기업·산업 수준의 데이터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방
식을 미리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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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으며, 데이터와 관련된 생태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반적인 탈동조화에

●

상대국의 데이터 기업 제재를 포함하여 자국 플랫폼에 대한 제재, 반독점법 적용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 필요
- 한 국 내에서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며,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경쟁력에 힘입은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동시에 고려
한 접근 필요
- EU 회원국의 글로벌 데이터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부과(’20) 사례
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면서 동시에 동남아 등에 진출한 국
내 기업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
- EU가 도입했던 미국의 데이터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는 지난 6월
G7 경제장관 회의에서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al minimal tax) 도입’으로 새로운 국면
으로 돌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자국의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미국의 문제를 EU의 디지털 서비
스세와 연계하여 동시에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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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시대의 신무역 규범 확립을 위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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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간의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면서 다자간, 양자간 국제 협상에서 국경간의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 등이 현안으
로 등장
※ 기 발효된 FTA의 경우 데이터 이동 보장은 미국·칠레(2004), 한국·미국(2012) FTA에서 협력 조항으로
포함.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는 일본·몽골EPA(2016),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는 EU·일본EPA(2018)
협정에 포함(이규엽 외, 2018).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공공 목적의 경우 예외 인정),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를 규정. 2020
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을 명문화(이규엽 외, 2018, 조문
희 외, 2018).

- 한국은 소비자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측면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재의 실효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나(이규엽 외, 2018)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 재정립이 필요

<표 4-9>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
구분

약함

중간

강함

데이터 국외 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조치

미국

한국, 유럽연합

중국

데이터 저장설비의 지역화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소비자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미국

-

제재의 실효성

한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유럽
연합
중국

자료: 이규엽 외(2018).

●

미중 양국은 데이터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상호의존성이 높은 상황
- 미중은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중국), 클린 네트 워크(미국) 등 데이터 동맹 전략
과 AUKUS, SCO 등 아태 지역 내에서의 군사 동맹 전략을 통해 대립 전선을 확대 중이나 교역
과 연구협력 등에서 여전히 상호 의존이 높음
-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수출액 기준 2위, 수입액 기준 2위의 교역 상
대국임. 중국 역시 수출, 수입액 기준 1위 교역 상대국임(한국무역협회, ’21.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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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사안별 접근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전략이 필요

보도자료(’21. 10. 21)에 의하면 미중 무역전쟁 후 미중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2018년 대비 2020년)는
아세안이 2.6%p 증가한 반면 한국은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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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동 외(2020)에 의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은 수출입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전경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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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같이 짧은 주기로 발전을 거듭하는 분야에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종
합적인 관점에서 최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 인재, 산업,
정치에 이르기까지 AI 분야 최신 동향을 다각도에서 제공하는 State of AI Report의 2021년 내용
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AI 최신 트렌드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향후 12개월 내에 국내 AI
분야에서 발생할 일들을 예측하였다.
우선 연구 부문에서는 Transformer 구조가 NLP 분야를 넘어 타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
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언어모델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모형
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L 성능 최적화를 위한 JAX 프레임워크가 대중적인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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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로 부상하고 있다. 인재 부문에서는 1980년까지만 해도 AI 연구 실적이 전혀 없었던 중

연구 협력을 지속하면서 AI 연구의 탈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에서는
AI·데이터 기업 생태계가 대형 IPO를 통해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 사례
가 발견되었다. 또한 AI 커뮤니티는 MLOps의 핵심이 모형 중심(model-centric)에서 데이터 중심
(data-centric)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부문에서
는 AI Safety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EU의 AI 규제 법안(AIA) 발의 내용이 강조되
었다.
향후 12개월 내에 국내 AI 분야에서 발생할 일들을 에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부문에서
는 AI 학습 및 추론에 요구되는 H/W 인프라의 투자 규모가 거대화함에 따라, AI 기술개발 분야의
이분화 현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글 맞춤형 Transformer 모형의 개발 및 배
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Eleuther AI의 시도와 유사하게 Transformer 기반
의 초거대 AI 모형을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 부문에서는 학령인
구 절벽과 AI 개발자 임금의 양극화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의 AI 전문인력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
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AI의 효율적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또는 가공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 기업은 성공적인 IPO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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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오늘날 가장 많은 양질의 AI 연구를 발표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빅테크 기업이 유명 대학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정치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AI(Responsible AI)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AI Safety를 전문으로 하
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며, EU의 AI 규제를 기초로 한 리스크 접근 방식의 다양한 AI 규제 법안이 발
의되거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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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rends in 2021 and Forecasts :
Focusing on State of AI Report 2021

As a paradigm shif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domain occurs frequently, it is
significant to capture latest trends quickly in order to establish AI relevant policies
effectively. The State of AI report is the one of renowned article which has provided
timely insight for AI domain in terms of research, talent, industry, and politics. Hence,
summarizing the newest version of the report (i.e., the State of AI report 2021)
would be a way penetrating latest AI trends. Based on the article, we aim to look
over chagnes in the AI domain firstly, and then prospect what will happen in the near
future of Korea.

beyond NLP application to others. And as the advancement of large-scale language
models is accelerating around the world, academia/industrial practitioners are eagerly
trying to develop new models fits to their own unique languages. Additionally, the JAX
is now fiercely threatening a throne of machine learning(ML) framework. In the field
of talent, China, which had no AI research record until 1980, has become the country
that publishes the most high-quality AI research today. In the industrial sector, AI/
data company ecosystem has entered a mature stage through large scale IPOs, and
commercialization cases have been found in several fields. Also, AI communitie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phenomenon that the core of MLOps is changing from modelcentric to data-centric. Addressing the political issues, AI Safety has recieved a huge
amount of interests among researchers. In the meantime, EU’s AI Regulation Act (AIA)
also has been discussed a lot.
Based on the latest AI trends and insight on the domestic surroundings, this report
tries to prospect upcoming future for South Korea ambitiously but also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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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 the research sector, transformer structure has been rapidly exp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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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we have opinions on furue changes in research sector as follows. As the
investment scale of H/W infrastructure required for AI learning and reasoning
becomes huge, there is a certain symptom that a main stream in the domestic AI
ecosystem seems to be divided into two parts; (i) AI framework/solution by few
major AI-tech corporates (i.e., AI tech-providers), and (ii) third parties’ applications/
services based on an already developed AI framework (i.e., AI utilizing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we can predict that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Korean-customized Transformer model would be accelerated. Similar to Eleuther AI’s
attempt, it is also expected that a Transformer-based super-giant AI model would
be developed as an open source. For about talent cultivation, it would be harsh time
for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when the SMEs look fot AI experts
due to the school-age population cliff and the polarization of AI developer wages. In
the industrial sector, the market size of data preprocessing and labeling would grow
96

remarably as a-priori needs from AI learning or inference. Perhaps, some of these
companies could grow into an unicorn company through successful IPOs. 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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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echniques will be disseminated extensively to whole industries due to political
supports, indicating AI driven paradigm shift will occur much frequently and change
our whole life. Funally, in the political sector, as the importance of responsbile AI
increases worldwide, companies specializing in AI safety will appear in Korea, and
various AI regulations benchmarking/conferring the EU AIA are possibly established
soon, and then relevent guidelines will be proposed.

1
서론
◆ 배경 및 목적
●

(배경) VC 파트너인 Nathan Benaich와 엔젤 투자자 Ian Hogarth는 ’18년부터 매년 인공지
능(AI) 분야의 최신 동향 및 차년도 전망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tate of AI Report”를 발표
- 연구(Research), 인재(Talent), 산업(Industry), 정치(Politics)에 이르기 까지 AI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시의성 높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
- 지난 10월 12일에 공개된 State of AI Report 2021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1년의 AI 최신 동
향을 연구, 인재, 산업, 정치의 4가지 부문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안에 발생할 주요
사건을 전망(Prediction)
* ’18년부터 ’21년까지의 State of AI Report는 https://www.stateof.ai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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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State of AI Report 2021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연구(Research)

기술적 발전과 역량

제2장

인재(Talent)

현장 인력의 수요, 공급, 집중도

제3장

산업(Industry)

AI의 상업적 응용 분야 및 비즈니스에의 영향

제4장

정치(Politics)

AI 규제의 경제적 영향과 지정학적 이슈의 부상

제5장

전망(Prediction)

향후 12개월 안에 발생할 주요 사건 전망

- 또한, 전년도에 전망했던 내용을 올해 기준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표 5-2> State of AI Report 2020 전망 내용 검토 결과
전년도(’20) 전망 내용

검토 결과

이유
Microsoft가 최대 32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

10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형이 등장

O

진 거대 모형을 학습하는 데 성공
* 그러나 기존의 초거대 모형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불명확함

어텐션(Attention) 기반 신경망 모형 (Transformer)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임

O

ImageNet에서 Vision Transformer (ViT)
가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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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전년도(’20) 전망 내용
주요 기업들의 AI 연구소가 모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의
해 폐쇄
중국과 유럽의 국방 AI 스타트업이 향후 12개월 이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치
AI 기반 신약 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이 IPO를
하거나 10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인수
DeepMind가 구조생물학과 신약 개발 분야에서
AlphaFold를 뛰어넘는 혁신을 창출
Facebook이 3D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여 AR/VR 분
야에서 혁신을 창출
NVIDIA의 Arm 인수가 완결되지 않음

검토 결과

∆
X
O

이유
Alibaba의 AI 연구소는 내부 구조 조정의 일
환으로 흐지부지됨
자금 유치 규모 달성 실패
Recursion은 4월 16일, Exscientia는 10월
1일 NASDAQ 상장

O

Deepmind는 AlphaFold2를 발표

X

3D 컴퓨터 비전에서 주요한 변화가 없었음

O

여전히 검토 중

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이처럼 State of AI Report는 한 해의 주요 AI 이슈를 파악하고 근미래에 대한 통합적·미래예견
적 식견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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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에 본고는 State of AI Report 2021의 4대 부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21년
의 AI 최신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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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기초로 향후 12개월 내 국내 AI 연구·인재·산업·정치 분야에서 발생할 일들에 대해 전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tate of AI Report 2021 주요 내용
●

연구(Research) 부문
-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는 NLP 분야를 넘어서 타 분야로 빠르게 확장, 기계학습을 위한
범용 아키텍쳐로 부상
- 대형언어모형(LLM; Large Language Models)은 수평적 확장 (scale-out) 단계*에 있으며, 몇
몇 국가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대형언어 모델을 원함에 따라 국유화(nationalise)가 진행
* 수직적 확장을 의미하는 scale-up과는 다르게 기존의 H/W 옆에 새로운 H/W 하나를 추가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

- AI 우선 접근방식(AI-first approach)은 단백질과 RNA에 대해 높은 시뮬레이션 정확도를 보여
주는 등 구조생물학(structural biology)의 지각 변동을 야기
- 연구 생산성이 가속화되고, 연구자에 대한 대우가 높아짐에 따라 JAX*가 대중적인 ML(Machine
Learning) 프레임워크로 부상

* Google이 만든 Python과 Numpy만을 결합한 ML 라이브러리로서, ML 성능 최적화를 위한 back-end
기능 수행
●

인재(Talent) 부문
- 1980년까지만 해도 AI 연구 실적이 전혀 없었던 중국은 오늘날 가장 많은 양질의 AI 연구를 발표
- 빅테크 기업이 유명 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지속하면서 AI 연구의 탈민주화(de-democratisation)
가 진행 중
- 학계에서는 컴퓨팅 자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급 교수의 88%는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음

●

산업(Industry) 부문
-A
 I·데이터 기업 생태계는 대형 IPO들을 통해 성숙 단계에 진입 하였으며, 이는 곧 AI 상용화 단
계가 임박했음을 시사
- AI 기반 신약 개발 분야의 주요 기업 2곳(Recursion, Exscientia)이 IPO를 성공적으로 완료하
며, 그들의 잠재성을 입증

적으로 사용
- AI 커뮤니티는 생산 과정에서 편향, 레이블, 드리프트(drift)* 등 모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
터 이슈에 재조명
* ML 환경에서 모형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입력 데이터의 변경 내용을 의미

- 국가별로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추구하고 있고, NVIDIA의 Arm 인수가 재검토됨에 따라
반도체 업계가 빠르게 변화
●

정치(Politics) 부문
-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가 전장에 배치되는 등 이제 AI는 군비 경쟁에 돌입
- AI 안전(AI Safety)이 매우 중요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AI 연구소에서 전일제(full-time)
로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50인 미만
- 완전 분산(totally distributed)형 오픈소스, 프라이빗형 오픈소스, 공익기업 등 AI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실험들이 등장
- 유럽에서 AI 규제를 발표

2021년 AI 주요 이슈 및 전망: State of AI Report 2021를 중심으로

- 영국 국가 전력망, 직원의 건강·안전, 물류 창고와 같이 관심사 높은 사례들에서 AI 제품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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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주요 이슈
◆ 연구(Research) 부문
●

NLP(자연어처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ion)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BERT, GPT-3 등에서 활용

- ’21년 3월 Facebook AI에서 발표한 SEER는 13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자기지도학습 모형으
로, ImageNet에서 84.2%의 정확도를 보이며 기존 모형들 대비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보임
※ 10억 장의 인스타그램 이미지로 사전 학습(pre-trained)
●

100

Transformer는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이나 3D 포인트 클라우드 (point cloud) 분류
문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임
- Conformer는 self-attention과 CNN을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모형이 갖는 단점을 보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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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단어 오류율(WER; Word-Error rates)을 기록
- 사전 학습된 Transformer가 최근 기계학습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CNN과 다층퍼셉트론(MLP) 또한 transformer와 비슷한 수준을 나
타냄
●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연구는 게임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 중
- D eepMind의 MuZero는 알파고(AlphaGo), 알파고 제로(AlphaGo Zero), 알파제로
(AlphaZero)를 잇는 강화학습 모형으로. 바둑, 체스, 일본장기(Shogi)에서 알파제로와 동등한
수준의 성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Atari 벤치마크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
※ MuZero 이전의 모형은 이미 알려진 게임 규칙을 바탕으로 학습했지만, MuZero는 게임 규칙 그 자체를
학습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게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그림 5-1] MuZero와 기존 강화학습 모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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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언어모형(language model)에 대한 각국의 언어별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개발과 검증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 종류의 언어를 학습한 결과가 다른 언어의 학습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중언어
모형(multilingual model)의 가정이 실제로는 언어별 변동, 데이터 불균형 문제, 컴퓨팅 자원 공
유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는데, 구글에서는 모형의 규모와 용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면
해결될 수 있음을 증명
- 실제로 언어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언어에 대한 많은 양의 언어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어 사전학습 모형인 GPT-3 이후 각국에서 자국의 언어를
활용한 대형언어모형(LLM; Large Language Models)의 개발과 공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의 Wudao, 한국의 HyperCLOVA 등이 대표적

- 한편, 건강·법·범죄·소설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질의·응답 세트로 구성된 새로운 벤치마킹 질문
인 TruthfulQA로 다양한 언어모형을 시험한 결과,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LLM이 상
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언어모형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 언어모형의 규모와 다중언어 학습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기도 함

2021년 AI 주요 이슈 및 전망: State of AI Report 2021를 중심으로

자료: Deepmind (2020. 12. 23.)

●

정점 표현 학습(node representation learning)의 방법 중 한 가지인 그래프 신경망(GNN;
Graph Neural Network)이 AI 연구의 변경에서 핵심으로 부상
- 딥러닝 최고 권위 콘퍼런스인 ICLR(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에서 ’21년도 GNN은 4번째로 많이 사용된 키워드였으며, ’19년에서 ’20년 사이에 가장 증가 폭
이 큰 키워드에 해당

[그림 5-2] Graph neural network의 키워드 순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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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GNN의 부상은 복잡한 네트워크 기반이 자료 표현 방법이 실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시스템 동역학과 교통모형 부문에서 대표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줌
※ 시스템 동역학 부문에서 GNN은 공간을 분리된 셀(cell)로 구분하는 mesh-based simulation에서 활
용되는데, 이는 기존 방법에 비해 빠르고, 복잡한 동역학계를 더욱 쉽게 일반화할 수 있어 시스템 동역학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고 평가받음
※ 구글에서는 구글맵의 경로 서비스에서 GNN을 활용해 예상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 고객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밝힘
●

’19년 말 구글이 Python 패키지인 JAX를 소개한 이후, JAX 기반의 라이브러리(예: Flax,
Haiku, Optax, Rlax. FedJAX 등)가 파생되면서 새로운 기계학습 생태계의 강자로 자리 잡는 중
- JAX의 경쟁력은 유명한 패키지인 numpy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되어 기존 사용자들의 유입이
쉽고, 벡터화, 병렬화, 즉석 컴파일링 (just-in-time compling) 등의 추가적인 장점에서 기인함

- PapersWithCode에 따르면 JAX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연구는 매월 1%에서 5% 비중까지 증
가해, 그 활용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재(Talent) 부문
●

AI 연구 및 인재 부문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짐
- 1949년에 설립된 중국과학원은 1980년까지 단 한 개의 AI 연구 실적도 없었으나, 현재는 상위
25% 수준의 연구 실적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기관으로 부상하였으며, 뒤를 이어 칭화대와 북경
대 또한 빠르게 성장 중
- 중국은 지난 10년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2배가량 늘렸으며, 그 결과 중국의 박사 졸업
생은 40% 증가하였고, STEM 분야의 박사 졸업생은 ’25년 기준 미국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
※ ’19년 기준 중국 박사 졸업생의 43%는 세계적인 수준의 Double First Class 대학에서 배출되었는데,
이는 곧 박사 인력의 증가가 단순히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도 연결되는 것을 의미

[그림 5-3] 미국, 중국의 연도별 STEM 박사 졸업생 수 추이

- 칭화대와 북경대 기준 70%의 학부 졸업생이 대학원에 진출하며, 졸업 이후 해외에 나가서 공부
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16%에 불과
※ 졸업 이후 원하는 직장으로는 화웨이가 4년 연속(’16-’19년)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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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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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국가 대비 인도와 브라질에서 AI 인재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에서는 여
성 연구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중
- 인도에서 발간되는 AI 관련 논문에서 여성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비중은 거의 30%로,
미국·영국(15%) 또는 중국(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AI 연구의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가 진행 중
- ’12년부터 빅테크 기업은 그들 스스로 또는 일류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를 늘려가고 있
으며, 이는 빅테크 기업이 제공 가능한 컴퓨팅 파워 역량에 기인

[그림 5-4] 주체별 딥러닝 논문 발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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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년 기준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QS 기준 상위 50개 대학을, 위에서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을 나타냄
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딥러닝 분야에서 학계에서 산업계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상위 대학에서
더 두드러짐

[그림 5-5] 학계-산업계 간 일자리 이동 추이

주: (左) 위 영역이 학계-산업계로의 이동을, 아래 영역이 산업계-학계로의 이동을 나타냄(右) 맨 위의 그래프는 상위 5위
대학의 학계-산업계로의 이동 비중을 나타냄
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학계 교수들이 가장 많이 옮긴 기업은 Google(DeepMind), Amazon, Microsoft였으며 ’19년
기준 33명의 교수가 옮긴 것으로 나타남
※ 33명의 교수 중 정년직(Tenured) 교수는 28명으로 85%의 비중을 차지
※ 지난 16년(’04-’19년) 동안 교수들이 가장 많이 떠난 학교는 CMU, Georgia Tech, U of Washington,
UC Berkeley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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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야 최고급 교수의 88%가 빅테크로부터 연구 자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

AI 기술 분야 인력과 AI 非 기술 분야 인력 사이의 성별·인종별 구성 차이가 존재
- AI 非 기술 분야(생산·마케팅 등)와 비교하여 AI 기술 분야에서는 남성 인력과 아시아인의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AI 기술 분야와 AI 非 기술 분야 간 성별·인종별 구성 차이

주: 위 그림은 성별 구성 차이를, 아래 그림은 인종별 구성 차이를 나타냄
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2021년 AI 주요 이슈 및 전망: State of AI Report 2021를 중심으로

●

●

미국에서 AI 인력 수요·공급이 빠르게 증가
- 미국에서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과학(CS), 공학, 수학·통계학을 전공
한 졸업생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생
의 10.2%를 차지
※ (수요) ’15년 대비 ’19년의 AI 관련 고용은 48% 증가(미국 평균 5.8%)
※ (공급) ’15년 대비 ’18년의 AI 관련 졸업생 수는 26.5% 증가(미국 전체 졸업생 수는 4.5% 증가)

●

’21년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의 재택근무 비중
은 여전히 높음
[그림 5-7] AI 기술 분야와 AI 非 기술 분야 간 성별·인종별 구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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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conomist (2021. 4. 8.)

- 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은 적어도 ’22년 1월까지 재택근무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Twitter는 평생 재택근무로 전환

◆ 산업(Industry) 부문
●

AI 기반 신약 개발 분야의 주요 기업 2곳이 IPO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그들의 잠재성을 입증
- 영국의 Exscientia는 ’21년 10월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NASDAQ IPO에 성공하였으며, 이

에 영국에서 GSK, AstraZeneca 다음으로 큰 제약회사로 도약
- 미국 유타 주에 위치한 Rescursion Pharmaceuticals는 ’21년 4월, 4억 3,600만 달러의 가치
로 NASDAQ IPO에 성공
●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의 도입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실시간 컴퓨터 비전 기술이 근로자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
※ Intenseye의 컴퓨터 비전 모델은 그동안 사람이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어려웠던 35가지 유형의 환경보
건안전(EHS) 사건을 학습하여 최근 3년 동안 약 180만 건의 위험 현장을 발견

[그림 5-8] 근로자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Intenseye의 컴퓨터 비전
Heatmap of Incidents

Employee not wearing PPE

Dangerous Driving

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오차를 절반 아래로 감소
- 그리스는 입국심사에 AI 시스템 Eva를 도입함으로써 Covid-19 감염자 검출 정확도를 높임
※ Eva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감염 위험성이 큰 여행객을 사전에 분류하는 것으로, Covid-19 검사를 무
작위 대상으로 했을 경우 Eva 사용 대비 54.1%의 감염자 검출율을 보임
●

모형 중심 AI에서 데이터 중심 AI로의 전환(from model-centric to data-centric AI)
[그림 5-9] 모형 중심의 AI에서 데이터 중심 AI로의 전환

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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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국가 전력망에 Temporal Fusion Transformer 기술을 적용함 으로써 전력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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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ML 연구자들은 AI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모형 또는 알고리즘의 개선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에 주목
※ 세계적인 AI 학술대회인 NeurIPS 2021에서는 data-centric AI 트랙이 별도로 구성

- Andrew Ng(2021)은 일부 사례를 통해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법이 모형 중심의 접근 방법보다
정확도 면에서 더 효과적임을 발표

<표 5-3> 컴퓨터 비전 분야 AI 시스템 성능 개선 효과
구분

강철 불량품 검출

태양광 패널 검사

표면 검사

76.2%

75.68%

85.05%

모형 중심 개선 효과

+0%

+0.04%

+0.00%
(85.05%)

기준 정확도
(baseline)
(model-centric)

(76.2%)

(75.72%)

데이터 중심 개선 효과

+16.9%

+3.06%

+0.40%

(data-centric)

(93.1%)

(78..74%)

(85.45%)

자료 : Andrew Ng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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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NVIDIA와 Arm의 M&A는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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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NVIDIA의 Arm 인수 계획은 NVIDIA의 경쟁 기업, Arm 고객, 규제당
국 등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으며 인수 완료 시점을 당초 예상했던 ’22년 3월보다 6개월 연장
된 ’22년 9월까지로 결정
●

Covid-19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가운데, 유럽과 미국은 독자적인 생
산망 구축 시도 중
- Covid-19에 의한 사회통제(lockdown)와 전자제품 수요의 증가로 인해 반도체 주문부터 수령
에 이르기까지 약 22주의 시간이 소요

[그림 5-10] 반도체 수령 기간 변화 추이

자료 : Bloomberg (2021. 10. 27.)

●

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업과 데이터 플랫폼·자동화 관련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지난 12개월간 CrowdStrike는 2배 이상 성장하여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 연간 수익(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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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달러를 기록

SentinelOne(180억 달러), Riskified(60억 달러)

- 자동화 전문 기업 UiPath,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기업 Snowflake, Kafka 기반 데이터 스트리
밍 기업 Confludent는 ’21년 1,380억 달러의 공공 시장 가치를 창출
※ 특히, Snowflake는 ’20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33.5억 달러)의 IPO에 성공

[그림 5-11] 반도체 수령 기간 변화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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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업 시가총액 : CrowdStrike(600억 달러), DarkTrace (50억 파운드),

●

중국이 스마트시티에서의 AI 활용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 Baidu, Alibaba, Sun Yat-sen 대학, 중국과학원은 2021 AI City Challenge 내 1개 이상의 트
랙*에서 우승을 차지
* 교차로에서 운송 수단(vehicle) 수 계산, 교통 이상 징후 탐지 등

-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스마트시티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기인
●

Google은 자사 서비스 및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부문에 AI 기술의 적용 사례를 넓혀가고 있음
- Gmail에서 사용되는 Smart Reply 기능을 넘어서, AI 기반 문법 체크 기능이 Google Sheets,
Docs, Slides 등에 적용되며, 특히 Sheets에서는 맥락을 파악하여 자동으로 수식을 예측

[그림 5-12] Google Sheets의 맥락 기반 수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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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Maps에서는 AR(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실내 네비게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량 및 탄
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
●

전 세계적으로 182개 AI 유니콘 기업의 총 기업가치가 1.3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수와 시장 규모 면에서 미국이 타 국가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AI 유니콘 기업 수는 103개, 총 기업가치는 8,0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중
국, 영국, 이스라엘 순으로 나타남

- 미국 AI 스타트업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EU와 영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빠른 성장세
를 기록
※ 미국이 전 세계 AI 투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와 영국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그림 5-13] 국가별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 추이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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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달러 이상의 메가 라운드(Mega Round)가 보편화

했던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임
※ 1억 달러 이상의 라운드와 Series C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임

[그림 5-14] Round별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 추이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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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5억 달러 이상의 라운드는 전체 투자 규모의 4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42%를 기록

●

최근 12년(’10-’21년) 동안 AI 산업에서 투자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기업형 소프트웨어
(Enterprise Software) 분야
- 데이터가 풍부한 헬스케어와 핀테크 분야 또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아옴

[그림 5-15] 최근 12년간 분야별 투자 규모 및 투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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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左) 투자 규모 (右) 투자 건수
자료: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최근 12년(’10-’21년) 동안 AI 산업에서 총 2.3조 달러 규모의 exit이 발생
- 기업형 소프트웨어, 핀테크, 미디어, 교통, 식품 분야 순으로 exit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분
야의 총 exit 규모는 2조 달러를 기록
- AI 투자뿐만 아니라 exit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와 영국이 거
의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

[그림 5-16] 국가별 AI exit 규모 추이 규모 추이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정치(Politics) 부문
●

Google의 AI 윤리 전문가 팀닛 게브루(Timnit Gebru)의 해고에 이어 AI 윤리 부서의 설립자
인 마가렛 미첼(Margaret Mitchell) 의 해고는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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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닛 게브루의 폭로에 사내외 인사 2,500여명은 Google에 서한을 보내 회사 측의 처사를 비판

발표하기 전 Google AI 총괄 부사장인 제프 딘(Jeff Dean)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 과도한 전력 소비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을 통해 기후변화를 조장하고, 인종·성차별 등 편향(bias)의 우려
가 크고, 인간 언어를 실질적으로는 이해하기보다는 ‘그럴싸한 흉내’를 내므로 악용될 소지가 큼

- 마가렛 미첼은 팀닛 게브루를 지지한 연구자 중 한 명이었으며, 해고 후 지난 8월 오픈소스 AI 플
랫폼 기업 Hugging Face에 입사
●

ML 연구자의 대다수는 AI 안전(AI Safety)에 관한 연구가 지금보다 더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고 응답
- Cornell, Oxford, UPenn이 최상위 ML 컨퍼런스에 게재한 524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
한 결과, 68%의 응답자가 AI 안전*에 관한 연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49%를 기록한 ’16년의 결과보다 훨씬 높은 결과를 나타냄
* 해당 연구에서는 AI 안전을 “AI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
로 정의

- 민간 기업 중에서는 OpenAI, DeepMind, Google, Microsoft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잘 개발
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반면, Facebook, Tencent, Alibaba, Baidu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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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닛 게브루는 거대언어모형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정리한 논문을

[그림 5-17] 기업별 AI 신뢰도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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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안전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7개의 주요 기업에서 AI Alignment(AI 조정)* 전담
연구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음

2022 ICT 주요 이슈

* AI 조정은 점점 더 높은 성능을 가진 AI 시스템이 인간성(humanity)과 일치하는 목표를 갖도록 하는 방
안을 탐색하는 연구 분야로, AI 안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

- DeepMind가 40명 규모의 AI 조정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AI 연구 커
뮤니티의 AI 조정 전담 연구자는 100명 미만

[그림 5-18] 기업별 AI 조정 전담 연구자 수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GPT-3를 만든 OpenAI의 주요 연구자 중 다수는 OpenAI를 떠나 새로운 AI 안전 전문 기업
Antrhopic으로 이직
- Anthropic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늘리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거대 AI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
※ Anthropic은 AI 안전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 얀 탈린(Jaan Tallinn)과 더스틴 모스코비츠(Dustin Moskovitz)
로부터 1억 2,400만 달러 투자 유치

●

Eleuther AI는 오픈소스를 통해 GPT 모형의 민주화를 시도
- GPT-3는 모형과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했던 전신 모형(GPT-1, GPT-2)과는 다르게 Microsoft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용 API 형태로 접근을 제한
- 이에 반대하는 연구 그룹 Eleuther AI는 27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면서 GPT-3의 최소 성능
에 준하는 모델 GPT-Neo를 개발했으며,
- ’21년 1월에는 언어모형 학습을 위해 필요한 약 800GB 분량의 영어 텍스트 데이터셋 더파일
(The Pile)을 무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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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기업별 AI 조정 전담 연구자 수

●

’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규제안(AI
Act)*을 발표
* European Commission (2021. 4. 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년 AI 주요 이슈 및 전망: State of AI Report 2021를 중심으로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AI 위험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수준별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을
적용
* ① 용인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 ② 고위험(high risk), ③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④ 최소
위험(minimal risk)

- AI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 세계 AI
규제 입법 방향 및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경선, 2021. 5.)
- 그러나 동 법안은 기술적·경제적·법적 관점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술적 관점)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해석가능성, 견고성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움, (경
제적 관점) 규제 준수 비용이 매우 큼(AI 유닛의 10%가 규제 준수 요구를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25
년 기준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은 16억 유로에서 33억 유로 사이에 달할 것으로 추산), (법적 관점) AI 위
험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정부, 학계, 산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AI 주체는 오랫동안 AI 윤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윤리적 AI 시스템 설계를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윤리 원칙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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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부분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AI 윤리는 상위의 정치적 관심에 종속되는 경향
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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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중국의 윤리적 AI 시스템 설계를 위한 노력

자료 : Nathan Benaich, Ian Hogarth (2021. 10. 12.)

●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방 법안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며, 주 단위에서는 법안의 강
도가 상이
- 단 3개의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지니아)에서만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규제 강도는 상이
※ 버지니아주는 ’21년 3월 VCDPA(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를 통과시켰으나, 캘리포
니아 주의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함

◆ 향후 12개월 내 일어날 8가지 예측(Prediction)
●

부문별 주요 이슈를 종합하였을 때 State of AI Report에서 예측한 향후 12개월 내 AI 분야
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음

<표 5-4> State of AI Report 2021 전망
구분
1
2
3

World model 학습에 사용되는 순환신경망 모형을 transformer가 대체하고, 거대하고 풍부한 게임 환경
에서 강화학습의 agent(학습 주체)가 인간 학습 성능을 넘어설 것
ASML의 시가총액 약 500조 원 달성
Anthropic이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의 세 번째 축으로서 GPT, Dota, AlphaGo와 비슷한 수준의 모형을
개발 및 공개할 것
AI 반도체 산업계에서 거대기술기업 또는 주요 반도체기업에 의해 Graphcore, Cerebras, SambaNova,
Groq, Mythic 등의 AI 컴퓨터시스템 기업 합병 유행의 바람이 불 것
소규모 트랜스포머 모형(적은 수의 레이어 또는 파라미터로 구성)과 CNN을 섞은 하이브리드 모형이

5

ImageNet의 top-1 accuracy (CoAtNet-7, 90.88%, 2.44조개의 파라미터)에서 약 10배 정도 적은 파
라미터만으로도 현재 최고 수준이 도달할 것

6

물상과학(Physical Science) 분야에서 DeepMind가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

7

PapersWithCode의 측정 기준으로, JAX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연구는 매월 1%에서 5% 비중까지 증가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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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컬 부문(예: 개발자 툴, 생명과학 등)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을 가진 새로운 범용인공지능(AGI) 연구 기
업이 큰 투자를 받아 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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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철 불량품 검출

3
2022년 부문별 국내 AI 전망
◆ 기술 부문
●

AI 학습 및 추론에 요구되는 H/W 인프라의 투자 규모가 거대화함에 따라, AI 기술개발 분야
의 이분화 현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
- ① 기본 AI 프레임워크 개발 및 컴퓨팅 H/W를 포함한 프레임워크 가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 ② 개발된 AI 프레임워크를 통해 특정 부문에 적용하는 기술개발 분야로 이분화
※ 실제로 AI 산업계에서 글로벌 M&A의 규모와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빅
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동시에, AI 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소 규모의
기업들의 수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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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맞춤형 Transformer 모형의 개발 및 배포가 가속화
- 국내 민간·공공 내 다양한 조직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 시장 지배력 강화 등 각자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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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한글 맞춤형 Transformer 모형개발이 가속화
※ ETRI의 KorBERT를 시작으로, SKT의 KoBERT, 서울대의 KR-BERT, 삼성 SDS의 KoreALBERT 등
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최근 네이버(HyperClova), 카카오(KoGPT)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의 초거대 AI 모
형 개발도 활발
※ 최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AI Strategy Summit)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 추진방향 논의

- Eleuther AI의 시도와 유사하게 Transformer 기반의 초거대 AI 모형을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인재 부문
●

학령인구 절벽과 AI 개발자 임금의 양극화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의 AI 전문인력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꾸준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비해 대학의 통폐합은 다양한 정치적·지리적·사회적 이유로 미진
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학생충원율 편차가 심화될 것이며,

- 수도권에 위치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개발자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AI 전문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
* 5~7년 경력을 지닌 AI엔지니어는 최대 1억 5,000만원, 시니어 백엔드 개발자는 최고 1억 8,000만원 수
준이 요구(로버트월터스코리아, 2021)

- 즉, 신규 공급의 부족과 기존 인력의 이탈로 지방 중소기업의 AI 전문인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
로 전망

◆ 산업 부문
●

MLOps*의 핵심이 모형 중심(model-centric)에서 데이터 중심(data-centric)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따라 효율적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가공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
*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를 의미하는 DevOps와 유사한 개념으로, 단순히 ML 시스템만 개발하
는 것뿐만 아니라 A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테스트부터 배포까지의 운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
미하며, DevOps와는 다르게 데이터의 지속적인 학습 업무가 추가

- AI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IPO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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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유니콘 기업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

AI 기술 발전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그림 5-21] 신경망 기술의 학습 비용 변화

자료 : ARK Investmen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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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에는 AI 모형 고도화에 따른 학습 비용의 증가가 큰 부담이었으나, H/W 기술의 발전과 효
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에 의해 학습 비용이 연 1/10로 감소 중
- 정부는 산업 내 AI 융합·확산을 위해 AI 융합 프로젝트(AI+X), AI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초거대 AI 모형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AI 실증 기반 구축에 노력
- 현재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24.5%가 향후 도입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공공·안전 부
문의 도입 의사는 41.4%로 향후 AI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김경훈, 2021. 6. 30.)

◆ 정치 부문
●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AI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AI Safety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등장
- AI Safety 전문기업 Anthropic과 마찬가지로 기술기반으로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전문기업이 등장하고, 관련 시장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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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AI 규제를 기초로 한 리스크 접근 방식의 다양한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 발의되거나 가
이드라인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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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4월 EU에서 AI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로 AI 규제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해졌으
며,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상용화가 촉진될수록 해당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AI 기술의 빠른 변화와 적용 분야별 상이한 성격으로 인해 일반법의 형태로 입법이 추진되기보
다는 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나올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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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ICT 관련 무역규범의 글로벌 트렌드와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제1장은 디지털 무역규범 및 관련 무역협상의 글로벌 확대배경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의 진행방향을 전망하는 것으로 서론을 대신한다. 이어지는 제2장부터 제4장을 통해서
는 ICT 관련 디지털 무역규범의 글로벌 트렌드 및 쟁점이슈를 3가지 범주(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
역규범, 핵심기술 공개·이전 관련 무역규범, 차별적 데이터 규제 관련 무역규범)로 나누어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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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논한 디지털 무역규범에 관련된 대한민국 기체결 무역협정, 국내법제

디지털 무역규범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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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제정책의 현 주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유의 정책지향과 이해관계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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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de Rules :
Global Trends and Implic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global trends and critical issues of ICT-related trade
rul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o respond to digital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spreading actively around the world today.
To this end, it begins by explain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global expansion of
digital trade rules and related trade negotiations, along with prospect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hese movements (Chapter 1). Then it proceeds to analyze th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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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critical issues of ICT-related digital trade rule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free flow of data (Chapter 2), forced technology transfer (Chapter 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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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ory digital regulation (Chapter 4).
Finally, this study extends to further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domestic regulations, regulatory concerns, and trade agreement experiences
regarding the digital trade rules discussed above. Then it concludes by proposing a
policy direction to reflect Korea's policy orientation and national interests into the new
digital trade rules (chapter 5).

1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 확대배경과 전망
◆ 디지털 기술 고도화 + 비대면 사회 전환 → 디지털 무역 성장
●

디지털 전환 및 광대역 무선 인터넷의 고도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 생산, 판매, 이용,
수출입 등을 둘러싼 제반 활동이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
- 2020년 7월 발행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7개국 소비자의 평균 디지
털수용률은 약 13%(81% → 94%) 가량 증가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 2005년부터 2018년 기간의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무역규모는 연평균 7%가량 성장하였으며,
동 기간 우리나라 디지털 서비스 무역규모 역시 연평균 8.8%로 급성장(UNCTAD, 2019)
* 오늘날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은 “디지털에 의해 주문 또는 전달”되는, 즉 디지털 방식으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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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무역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OECD, WTO and IMF, 2020; Lopez-Gonzalez and

결제 등과 같은 거래 단계의 일부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디지털 무역에 포함
●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국경 제한·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국제무역
주체의 생산 및 소비 트렌드 역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콘텐츠 소비량은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
는 ’21년 1,389억 달러를 기록 후 2025년까지 연평균 10.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손창우,
2021)
- 2020년의 전세계 소비자의 디지털 비대면 구매 빈도는 이전 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북미 지
역의 온라인 소매 주문도 146% 증가(World Economic Forum, 2020)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역시 2016년 이후 연평균 31.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
으며, 2021년 상반기 총액이 약 39.9억 달러를 기록하며 디지털 무역의 비중이 상승(손창우,
2021)

●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 가속화 수단으로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
면서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을 불문하고 해당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
(OEC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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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anjean, 2017).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배송 또는 최종소비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주문·

- 특히 코로나 시기를 통해 디지털 무역의 이점(무역비용 감소,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확대 등)을
체감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관심 증가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0 디지털 비전
을 설립(European Commission, 2021)
※ 현재 OECD 37개국 중 34개국이 국가 디지털 전환 방식의 설계를 위해 포괄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
(National Digital Strategy, NDS)을 수립

◆ 디지털 무역장벽 증가 → 現무역규범의 한계 노출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접속·처리·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됨

●

그러나 오히려 2010년을 전후하여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
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그림 6-1, 그림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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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자유이동 제한 무역장벽: 정보의 해외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특정한 관할권 영
역(영토) 내에서만 데이터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현지화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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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정보) 공개·이전 무역장벽: 시장진입 또는 사업수행 등의 조건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
는 소스코드, 알고리즘 등을 강제적으로 공개·이전할 것을 요구

●

차별적 디지털 규제 무역장벽: 디지털 무역 관련 외국산 상품, 서비스, 서비스제공자의 경쟁조
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차별적 제정조치, 지원정책, 규제관행 등의 시행

●

하지만 현재 164개 회원국을 보유하며 국제무역질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및 관련 무역협정은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WTO는 이미 1998년부터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가동하면서 전자적 방식의 국경간 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자간 무역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도출
- 그럼에도 데이터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조치 또는 디지털 제품에 내제된 소스코드 등의
강제이전을 요구하는 제한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부재하여 디지털 무역장벽
의 글로벌 확산을 억제하는데 한계점 노출
- 이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복수국간서비스협정’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도움

이 되는 ICT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 전자상거래 규범 신설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나 회
원국간 상이한 입장차이로 인해 유의미한 무역규범 도출은 실패

[그림 6-1] 테이터 규제조치의 글로벌 현황(2021년 7월 기준)

자료: ITIF, A Global View of Barriers to Cross-Border Data Flow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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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데이터현지화 규제조치의 글로벌 증가추세(196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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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
 mily Wu, “Figure 1: Increase in data localization measures globally (1960- 2015)”
in Sovereignty and Data Localization (2021)

◆ 新무역규범 촉구 + 디지털 패권경쟁 심화 →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 확대지속 전망
●

위와 같은 배경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의 글로벌 확산을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무역
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규범 마련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등극

- 일차적으로는 ICT기술과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 선도국’(미국, 일본, 싱가포
르 등)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규제를 최소화하고 법적 확실성 제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
운 무역규범의 창설이 촉구되기 시작
- 이후 코로나19 극복의 방편으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아시아, 아프리
카, 남미, 북미, 유럽을 불문하고 양자·복수국·다자적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 협상이 동시다발
적으로 추진되며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음
●

더불어 최근에는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식의 폐쇄적 데이터 규제레짐 확산의
억제수단으로 디지털 무역규범이 재조명 받음
- 중국은 통신, 인공지능, 암호화 등 첨단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라인 공간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가주권과 통제를 강조하
는 중국식 거버넌스를 확대하고자 노력
※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데이터 보안법’을 입안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시
하며 국가주도의 데이터 질서 및 통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리아·파기스탄·벨로루스 등과
같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화답(이응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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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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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국의 인터넷 블록화 및 데이터 통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
넷의 보존과 데이터의 자유이동을 지지하는 디지털 무역규칙을 확산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자 노력
※ 월스트리트저널의 2021년 7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태 지역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교
류, 혁신기술의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의 대상국으로
는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WSJ, 2021)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디지털 무역규범 확산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무역규범 협상의 확대 추세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데이터 통제와 인터넷 파편화를 주도하는 중국식의 데이터 거버넌스
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자유이동’, ‘핵심기술(정보) 공개·이전’, ‘차별적
디지털 규제’에 관련된 무역규범을 고도화하기 위한 공통의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사료됨
- 방법적 측면에서는 WTO 중심의 다자간 협상이 회원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합의도출에 장시간
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양자 및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동맹국간의 결
속강화 및 디지털 규범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

2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 컴퓨터 설비의 위치
●

핵심의무
- 정보의 처리와 저장을 위한 컴퓨터 설비를 특정한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게 하거나 특정 국가에
위치한 설비의 이용을 강제하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
• 컴퓨터 설비는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
를 의미하는 넓은 개념임
•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공학적인 의미의 전자적인 연산·정보처리 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므로 방송, 통신, 교육, 의료 등 시장개방이 허용된 분야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건으로 자국의
영역에 컴퓨터 설비 인프라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내의 설비를 통해서만 사업을 수행
할 것을 강제하는 데이터현지화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글로벌 동향
- 컴퓨터 설비의 위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무역규범은 CPTPP협정1)의 전신인 TPP협정(2015)에
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TPP협정 협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
역무역협정(일본- 몽골리아 EPA, 아르헨티나-칠레 FTA, USMCA협정2), RCEP협정3) 등)을 통
해서 국제적인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19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컴퓨터 설비의 위치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OECD Digital Trade Inventory,
2021)

1) C
 PTPP(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협정은 과거 미국이 주도하였던 ‘환태평양동반
자협정’(TPP)의 참여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을 당사국으로 하는 메가 FTA로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음
2) U
 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협정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3개국 간에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 및 현대화하기 위한 무역협정으로서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음
3) R
 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ASEAN 10개국(브루나
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
드의 15개국 간에 체결된 메가 FTA로서 국내비준 절차가 미완된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
핀)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선행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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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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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규범의 구속력, 구체성, 당사국의 국제무역에의 영향력이 높아 컴퓨터 설비의 위치 관련 무역규범
협상의 레퍼런스 자료로 자주 활용되는 협정문안은 아래 <표 6-1> 참조

<표 6-1> 컴퓨터 설비의 위치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CPTPP (18. 12. 30.발효)

USMCA (20. 7. 1발효)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rticle 19.12: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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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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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자료: 공식 협정문 영문본 재정리

●

쟁점이슈
- 예외조항: 컴퓨터 설비를 자국 영역에 설치 또는 영역내 설비의 이용을 강제하는 조치를 도입 또
는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입장대립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의 달성을 위해 예외
조항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과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강력하게 금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의 원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에 따라 예외조항의 표현방식과 구성요건에
차이 발생
• RCEP협정: (i) ‘LPPO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또는 (ii)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
적으로 채택된 동시에 ‘당사국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는 금지하지 않음(RCEP
협정 제12.14조)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

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됨에
유의(RCEP협정 제12.14조 2항 후단)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에 의한 분쟁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외조항 원용의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됨(RCEP협정 제12.14조 3항 후단)
⇒ 조치의 비례성(필요성) 심사를 당사국 스스로 판단하며, 필수적 안보이익의 관련 조치는 분쟁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외조항의 유연성이 높음

• CPTPP협정: ① ‘LPPO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
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의 조치’, ③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
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조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를 인정
(CPTPP협정 제14.13조)
⇒ 조치의 비례성 심사를 당사국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며, 예외인정 목적으로서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사유가 삭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RCEP협정 보다는 예외인정 요건이 엄격

• USMCA협정: 예외허용 없이 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이용을 강제하는 조치를 전면적으로 금
지(USMCA협정 제19.12조)
⇒ 조항 내의 완화된 예외허용 조항이 없이 무역협정상의 일반예외 조항을 원용해야 하므로 예외인정이 매
우 까다롭고 엄격

●

핵심의무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정보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 국경간정보이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식별가능 정보까
지 포함하지만, ‘적용대상인’의 범위에 대해 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 공
급자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금융분야를 제외한 다른 제 분야의 서비스제공자 및 투자자들의 사업활동의 일환으
로 수행되는 국경간 정보이전을 금지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글로벌 동향
- 국경간정보이전에 관한 내용이 무역규범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서명된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의 노력조항이 효시임
• 하지만 한-미 FTA 협상 당시는 정보이전 의제가 무역협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초창기였으
므로 ‘국경간 정보 흐름’(제15.8조)에 관한 노력조항을 포함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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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간정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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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디지털 무역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의 중요성이 재조명을 받으며 멕시코-파나마
FTA(2014)와 CPTPP협정의 전신인 TPP(2015)를 통해서 구속력 있는 의무조항이 무역협정에
포함
-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72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
해 국경간정보이전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OECD Digital Trade Inventory,
2021)
※ 무역규범의 구속력, 구체성, 당사국의 국제무역에의 영향력이 높아 국경간정보이전 관련 무역규범 협상
의 레퍼런스 자료로 자주 활용되는 협정문안은 아래 <표 6-2> 참조

<표 6-2> 국경간정보이전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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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18. 12. 30.발효)

USMCA (20. 7. 1발효)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rticle 19.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No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 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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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2. This Article does not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5)
5) A measure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of this paragraph if
it accords different treatment to data transfers solely on the
basis that they are cross-border in a manner tha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to the detriment of service
suppliers of another Party.

자료: 공식 협정문 영문본 재정리

●

쟁점이슈
- 예외조항: 국경간정보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내용을 확
정함에 있어 입장대립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의 달성을 위해 예외
조항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과 국경간정보이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예외조항의 원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에 따라 예외조항의 표현방식과 구성요건
에 차이 발생

• RCEP협정: (i) ‘LPPO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또는 (ii)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적
으로 ‘당사국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는 금지하지 않음(RCEP협정 제12.15조)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관련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요구(RCEP협정 제12.15조 2
항 후단)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관련 조치는 당사자간의 분쟁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외
조항의 원용이 한층 용이 (RCEP협정 제12.15조 3항 후단)
⇒ 조치의 비례성(필요성)을 당사국 스스로 판단하며, 필수적 안보 이익의 관련 조치는 분쟁대상에서 제외
되어 예외조항의 유연성이 높음

• CPTPP협정: ① ‘LPPO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
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의 조치’, ③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
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조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를 인정
(CPTPP협정 제14.11조)
⇒ 조치의 비례성 심사를 당사국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며, 예외인정 목적으로서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사유가 삭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RCEP협정에 보다는 예외인정 요건이 엄격

• USMCA협정: ① ‘LPPO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자의적 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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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의 조치’, ③ ‘목적 달성을 위하
(USMCA협정 제19.11조)
※ 조치의 비례성(필요성)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으며, 각주5)를 통하여 “데이터가 국경간에 전송된
다는 것만을 이유로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
치를 부과하는 경우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에 유의(USMCA 제19.11조 2(b)항 각주5)
⇒ CPTPP협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RCEP협정에 비해 예외인정 요건이 엄격(USMCA협정에 필요성이
중복적으로 강조되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향후 협정문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지는 추후 당사국간 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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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조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를 인정

3
핵심기술 공개·이전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 소스코드(알고리즘)
●

핵심의무
-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을 자국의 영역으로 수출, 유통, 판매 또는 사용하
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이전 또는 이에 대
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소스코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제·사법 당국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대한 면제 또는 예
외를 규정하거나, 상업적 계약의 조건 및 이행요건에 근거하여 계약주체 간 합의에 따라 소
스코드를 공개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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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동향
- 소스코드의 공개·이전에 관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필요성은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 정부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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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심사·인증 등의 절차에서 SW 소스코드 제출요구를 강화하게 되면서
증폭되기 시작
- 유의미한 글로벌 성과로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CPTPP협정에 소
프웨어 소스코드의 강제 이전·공개를 금지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된 것이 효시
- 이후 USMCA협정, 일본-EU EPA, 일본-UK CEPA, 일본-몽골 EPA, 싱-호 DEA 등과 같이
CPTPP협정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주도하는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되며 국제적인 저변을 확대
-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42개국 지역무역협정을 통
해 소스코드 공개·이전 금지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OECD Digital Trade
Inventory, 2021)
※ 무역규범의 구속력, 구체성, 당사국의 국제무역에의 영향력이 높아 소스코드 관련 무역규범 협상의 레퍼
런스 자료로 자주 활용되는 협정문안은 다음 <표 6-3> 참조

<표 6-3> 소스코드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CPTPP (18. 12. 30.발효)

USMCA (20. 7. 1발효)

Article 14.17: Source Code

Article 19.16: Source Code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a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or to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that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that software, in its territor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oftware subject
to paragraph 1 is limited to mass-market
software or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and does not include software used for critical
infrastructure.
3.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the inclusion or implemen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ource
code in 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or
(b) a Party from requiring the modification of
source code of software necessary for that
software to comply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2.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a regulatory body or
judicial authority of a Party from requiring a person
of another Party to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he
source code of software, or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to the regulatory body for a
specific investigation, inspection, examination,
enforcement action, or judicial proceeding,6)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6) This disclosure shall not be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the software source code’s status as a trade secret, if such
status is claimed by the trade secret owner.

자료: 공식 협정문 영문본 재정리

●

쟁점이슈
- 보호대상: 강제적인 공개 또는 이전의 보호대상을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까지 포함해
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대립
• 알고리즘의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여 소스코드와 더불어 알고리즘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
려는 입장과 인공지능(AI)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
제권한을 폭넓게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에 따라 보호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 CPTPP협정: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강제적인 공개·이전의 금지만을 규정(CPTPP 제
14.17조)
⇒ 소스코드로 표현된 알고리즘은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소스코드와는 별개로 알고리즘 그 자체
의 강제적인 공개·이전까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

• USMCA협정: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
즘’(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이라는 문구를 추가(USMCA 제19.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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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affect
requirements that relate to patent applications or
granted patents, including any orders made by
a judicial authority in relation to patent disputes,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under the law or practice of a Party.

⇒ 소스코드와는 별도로 알고리즘 그 자체에 대한 공개 또는 이전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통상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남

◆ 암호화 사용 ICT제품
●

핵심의무
- 암호화를 사용하는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작자/제공자
에게 제품의 제작, 판매, 유통, 수출 또는 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강제적으로 요구
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시행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
(i) 암호화에 관한 특정 기술·생산공정·정보(ex: 암호화 관련 알고리즘의 명세, 비공개 키, 비밀
매개변수 등)의 이전 또는 접근을 강제
(ii) 자
 국 영역내의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강제
(iii)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 및 싸이퍼의 사용 또는 결합을 강제
• 암호화 사용 ICT제품 무역규범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규제·사법 당국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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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금지행위의 면제 또는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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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사용 ICT 제품에 관한 무역규범은 정부의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 반테러·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외국산 ICT제품에 대해 암호화키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같은
핵심기술과 정보를 정부에 이전할 것을 강제하는 규제조치의 도입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적인 관심을 받음
※ 2015년 중국은 국내안보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이유로 암호화키의 제공을 강제하는 반테러법의 입안을
공표하였으며,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중국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
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입법을 저지하지는 못함(전자신문, 2015)
※ 2019년 주중국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원사 조사결과 응답자의 20%가 기술이전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응답자의 63%가 최근 2년 내에 기술이전의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연합뉴스,
2019)
※ 미국, EU, 일본 등은 WTO차원의 회의를 통해 암호화키 이전 등과 같은 기술이전 강제조치가 ICT기업
의 시장진입을 제한함을 강조하며 통상법 차원의 대응을 간구

- 국제통상법 측면의 유의미한 성과는 미국과 일본이 규범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CPTPP협정
의 기술무역장벽(TBT) 부속서에 ICT제품의 암호화 관련 기술의 강제이전 등을 금지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것임

- 이후 일본-EU EPA, 일본-UK CEPA, 미-일 DTA, 싱-호 DEA 등과 같이 CPTPP협정에 참여
하였던 국가들이 주도하는 지역무역 협정에 포함되며 국제적으로 확산 추세
-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5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
해 소스코드 공개·이전 금지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OECD Digital Trade
Inventory, 2021)
※ 무역규범의 구속력, 구체성, 당사국의 국제무역에의 영향력이 높아 암호화 사용 ICT제품 관련 무역규범
협상의 레퍼런스 자료로 자주 활용되는 협정문안은 아래 <표 6-4> 참조

<표 6-4> 암호와 사용 ICT제품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JP-UK CEPA협정)
CPTPP (18. 12. 30.발효)

JP-UK CEPA (20. 10. 23.서명)

ANNEX 8-B, Section 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ARTICLE 8.86:
Commerci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1)

1. This section shall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10)

1. A Party shall not require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a commercial ICT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commercial ICT product, to:

2. (저자생략)

(a)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 particular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hat is proprietary to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and relates to the
cryptography in the product,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Party’s territory;
(b) partner with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other than wher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is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4. Paragraph 3 shall not apply to:
(a) requirements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work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that Party,
including those of central banks; or
(b) measures taken by a Party pursuant to
supervisory, investigatory or examination
authority relat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markets.

(a)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ny proprietary
information relating to cryptography, including by
disclosing a particular technology or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o that Party
or a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b) partner or otherwise cooperate with a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n the development,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commercial ICT product; or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2.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a regulatory body
or judicial authority of a Party from requiring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a commercial ICT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 to preserve and make available1) any information
to which subparagraph 1(a) applies for an
investigation, inspection, examination,
enforcement action or judicial proceeding,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or
(b) to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ny information to
which subparagraph 1(a) applies for the purpose
of imposing or enforcing a remedy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competition
law following an investigation, inspection,
examination, enforcement action or judicial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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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th respect to a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mercial applications,
no Party shall impose or maintain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requires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product,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to:

CPTPP (18. 12. 30.발효)

JP-UK CEPA (20. 10. 23.서명)

5. For greater certainty,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om requiring service suppliers using
encryption they control to provide, pursuant
to that Party’s legal procedures, unencrypted
communications.

3. Notwithstanding paragraph 4 of Article 8.70, this
Article applies to commercial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2)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10) For greater certainty,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roduct” is a good and does not include a financial
instrument.

(a) a Party'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requiring
service suppliers using encryption to provide
access to encrypted and unencrypted
communications pursuant to that Party's legal
procedures;
(b)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c) a requirement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works, including user
device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at
Party, including those of central banks;
(d) measures by a Party adopted or maintained
pursuant to supervisory, investigatory or
examination authority relating to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r financial markets; or
(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a commercial ICT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by or for a Party.
1)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Party under Article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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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making available shall not be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the status of any proprietary
information relating to cryptography as a trade secret.
2) For greater certaint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commercial ICT product does not include a financial
instrument.
※ 각주의 번호는 공식 협정문의 번호를 그대로 반영함

자료: 공식 협정문 영문본 재정리

●

쟁점이슈
- 적용면제 범위: 암호화 관련 기술 또는 정보 등에 대한 이전·접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조항의 적용면제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입장대립
• 정부기관의 다양한 공권적 행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면제범위를 확대하려는 입장과 부당
한 기술이전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면제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
에 따라 조항의 구성과 적용대상 범위에 차이 발생
• 일본-UK CEPA협정: 아래와 같은 조치는 금지되지 않음
(i) ‘정부(중앙은행 포함)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조치’,
(ii) ‘금융 서비스 제공자 및 금융시장의 감독, 조사, 심사 등에 관한 조치’,
(iii) ‘암호화 또는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암호화를

사용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치’,
(iv) ‘금융상품의 규제조치’,
(v) ‘국가를 위하거나 국가에 의해서 암호화 사용 ICT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
(vi) ‘규제기관 및 사법당국이 조사, 검사, 검수, 법집행,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암호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보존 또는 이용을 요구하는 조치’(무단공개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제),
(vii) 전
 술한 조사, 검사 등에 수반하여 ‘경쟁법에 의해 내려지는 교정조치(remedy) 부과 및 집
행의 목적으로 암호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접근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조치’(일본-UK
CEPA 제8.86조 2항-3항)
⇒ 일반적인 정부당국의 행정·사법 작용 및 금융 관련 규제조치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과 통제력이 연계된
암호화 제품에 대한 조치 전반에 대해서 의무적용이 면제 또는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의 규제권
한 행사 측면에서 유연성이 매우 높음

• CPTPP협정, DEPA협정: 아래와 같은 조치는 금지되지 않음
(i) ‘정부(중앙은행 포함)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조치’,
(ii)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감독, 조사, 심사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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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 에게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
항; DEPA협정 제3.4조 4항-5항)
⇒ 금융 분야 관련 규제에 대해서만 광범위한 면제를 허용하는 반면, 일반 행정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
되는 조치의 대부분은 면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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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사용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치’(CPTPP 부속서8-B 제A조 4항-5

4
차별적 디지털 규제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

핵심의무
-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를 제공
할 의무를 부과
• ‘디지털 제품’은 통상적으로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부호화되고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이미지·녹음 및 기타 제품으로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해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무는 디지털 제품이 협정의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창작·
제작·발행·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해당 디지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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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저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당사국 인(자연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
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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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동향
-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무역규범은 2003년 1월 15일 타결된 미- 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도입
- 이후 미국이 주도한 무역협정(한-미 FTA, 미-칠레 FTA, 미-호주 FTA, USMCA협정 등) 또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체결한 무역협정(CPTPP협정, 싱-터키 FTA,
싱-호 FTA, 싱-스리랑카 FTA, 일본-몽골 EPA 등)에 지속적으로 포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
장되고 있음
-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35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
해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무역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OECD Digital Trade Inventory,
2021)
※ 무역규범의 구속력, 구체성, 당사국의 국제무역에의 영향력이 높아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관련 무역규
범 협상의 레퍼런스 자료로 자주 활용되는 협정문안은 다음 <표 6-5> 참조

<표 6-5>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레퍼런스 조항(CPTPP협정, USMCA협정)
CPTPP (18. 12. 30.발효)

USMCA (20. 7. 1발효)

Article 14.4: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19.4: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4)

1.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rable treatment to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a digital product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3)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Chapter 18 (Intellectual Property).
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2.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a subsidy or grant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a governmentsupported loan, guarantee, or insurance.
3) For greater certainty, to the extent that a digital product
of a non-Party is a “like digital product,” it will qualify
as an “other like digital produc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9.4.1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4.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broadcasting.
4) For greater certainty, to the extent that a digital
product of a non-Party is a “like digital product”, it
will qualify as an “other like digital product”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자료: 공식 협정문 영문본 재정리

쟁점이슈
- 적용범위: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의무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입장대립
• ‘정부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ex: 정부지원 융자, 보증, 보험 등)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에는 이견이 없는 반면, ‘방송’과 같은 시청각서비스 또는 문화 관련 분야를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개별 국가 및 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접근방식 존재
• CPTPP협정: ‘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CPTPP 제14.1조 4항)
• 한-미 FTA 및 한-싱 FTA: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방송에 해당하는 기술적
특징을 묘사하면서 해당 전자적 전송에 대한 조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미 FTA 제15.3
조 6항; 한-싱 FTA 제14.2조 2항)
• 미-일 DTA: 방송(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on-demand 서비스는 제외)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외자제한 관련 조치는 허용(미-일 DTA 제8조 3항)
• USMCA협정: ‘방송’ 분야에 대한 명문의 적용배제 문구 없이 동일하게 비차별대우 의무를
적용(USMCA 제19.4조)
※ 단, 캐나다는 문화 산업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USMCA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분야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USMCA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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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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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우리나라 현주소 및 정책 대응방향 제안
◆ 우리나라의 기체결 무역협정, 국내법제 및 정책지향의 현 주소를 반영한 디지털 무역규범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
●

데이터 자유이동 무역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현 주소 및 대응방향
- (우리나라 현 주소) 우리나라는 양자(한미-FTA)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RCEP협정)을 통하여 데
이터의 자유이동 관련 의제를 무역협정에 포함시킨 경험이 있음
- 하지만 기체결 협정은 무역규범으로서의 구체성과 의무강도가 낮거나 이행준수를 위한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무역규범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미 FTA의 경우 국경간정보이전에 관한 의제를 무역협정에서 다루기 시작한 초창기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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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한-미 FTA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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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제15.8조(국경간 정보 흐름):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 노력의무의 이행을 위한 방식, 절차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부재하는 선언적 내용이므로 무역규범으로
서의 존재의의 낮음

• RCEP협정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간정보이전의 제한을 금지하는 의무조항(RCEP 제
12.15조)과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조치를 금지하는 의무조항(RCEP 제12.14조)을 수용함으
로써 디지털 무역규범의 선진화를 달성
※ 다만 상술한 두 개의 무역규범 모두 의무조항 내에 포함된 예외조항의 원용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문제
가 되는 비합치조치의 비례성(필요성) 충족여부를 개별 당사국이 직접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
사국 간 동 무역규범에 관해서는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RCEP 제
12.17조)
⇒ 당사국이 이행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원칙을 강한 의무(shall)로써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에 비해 구체성과 규범력이 높음
⇒ 반면 예외조치의 필요성을 각 당사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동시에 의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행준수 메커니즘이 부재 하므로 강제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은 낮음

- (국내법제 및 정책현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의 이유로 국경간정보이전을 제한하거

나 특정한 컴퓨터 설비를 국내에 위치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조치가 일부 존재함
- 개인정보 국제이동의 조건부 허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이용자
에게 사전동의를 받을 것이 요구됨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2항-3항)
• 다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동의에 필요한 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서 공개하거
나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사전동의 절차의 생략이 가
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2항)
*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에 필요한 고지사항: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
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개
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3항 1-4호)

- 금융분야 클라우드 설비 현지화 강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에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할 것이 요구됨(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8항)
- 공공분야 클라우드 설비 현지화 강제: 민간 사업자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
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할 것이 요구됨(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안내서, 2020)

143

※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차 클라우딩 컴퓨터 기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부 고시 제2017-7호) 제7조에 따라서 해당 인증제도의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행원(KISA)이 수행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원칙
적으로 KISA가 보안인증을 함으로써 ‘물리적 망분리, 물리적 설비의 국내 위치, 검증필 암호모듈 사용’
등의 통제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함

- (대응방향 제안)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국경간 디지털 무역의 지속적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이라는 점과 국가마다 상이하게 도입된 데이터 규제장벽의 이행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인적 비용의 낭비를 고려할 때,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의 강화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에 원론적으로는 ‘국경간정보이전’ 및 ‘컴퓨터 설비 위치’ 관련 무역규범을 우리나라가 체결하
는 무역협정에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항 내에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요건
의 자의적 해석과 불명확성을 유발하는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무역규범의 규범력과 이행
준수 메커니즘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한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행정 및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및 감독
권한 보장 등을 이유로 데이터의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의 의무와 상충되는 규제조치를 유지하
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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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15. 12. 7. 확정)’에 근거하여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나아가 향후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된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자율
주행자동차, 의료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이용자 보호’, ‘품질/안정성 보장’, ‘긴
급/재난상황 대응’, ‘사법적 분쟁 해결 및 감독권 행사의 관할권 확보’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높거나 아예 새로운 유형의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해
야 하는 상황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구속력 높은 무역규범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하되, 다
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반영한 규제조치가 통상법적으로 도전을 받거나 무역
분쟁화 되지 않도록 국내정책상 민감한 영역(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설비, 보안관련 정보, 금융
서비스 등)을 선별하여 개별 의무조항에서 적합한 예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규칙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조절하는 대응이 요구됨
●

핵심기술 공개·이전 무역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현 주소 및 대응방향
- (우리나라 현 주소) 우리나라의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기체결 무역협정 가
운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알고리즘)의 공개 또는 이전의 강제를 금지하거나 암호화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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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의 강제사용 또는 강제이전을 금지하는 무역규범이 포함된 사례는 없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스코드(알고리즘) 의무조항과 암호화 사용 ICT제품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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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CPTPP협정에 대한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이며, CPTPP협정을 주도한 싱가
포르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의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가까운 시일에 핵심기술
공개·이전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한 국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 (국내법제 및 정책현안) 현행법상 특정한 암호화 기술의 이용을 강제하는 규제조치가 존재하며,
소스코드(알고리즘)의 공개를 포함하는 신규조치 도입에 관한 입법요구 증가 추세
- 공공분야 클라우드의 검증필 암호사용 강제: 민간사업자가 공공 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암호검증
위원회의 심위를 통과한 검증필 암호모듈의 사용이 요구됨(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부 고시 제2017-7호)
제7조;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암호모듈의 검증은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진행되며, 시험기관(국가보안기술연구
소)의 사전검토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암호모듈, 소스코드, 상세설계서 등의 정보
제출이 수반됨
*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이란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
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적합성이 검증된 암호모듈을 의미함. 시험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검
토결과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되며, 암호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검증필 암호모

듈의 목록은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 공개됨(전자정부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69조; 암호
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행자부 고시 제2004-45호))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및 「전기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가 규제기관에 부여한 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소스코드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전 등의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 포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계류 중에 있음에 유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 5. 6.,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9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법안 제10조), 이용자위원회의에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권한과 직무를 부여(법안 제19조의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 3. 19.,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913)]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법이 정
하는 내용(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노출순서·형태·기준, 이용자 정보의 안정성·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알고리즘을 매년 과기부장관 및 방통위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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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의무를 부과(법안 제64조의6)

ICT혁신기업의 기술자산의 보호로 연결되며,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암호화 사용 ICT제품 무역규범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무역규범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국내적으로 특정한 알고리즘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소스코드의 이전 등을 요구하는 규제
조치가 현존한다는 사실,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
례가 증가하게 되면 알고리즘의 투명성·신뢰성 보장, 이용자 보호, 정보보안 등과 같은 공공정책
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조치를 억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높은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예외허용을 개별 무역규범에 구체화하는 대응이 요구됨
- 우리나라 특유의 정책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당한 법집행과 입법활동이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의 체결을 통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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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방향 제안)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는 국내

●

차별적 디지털 무역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현 주소 및 대응방향

- (우리나라 현 주소) 우리나라의 경우 기체결 FTA(한-미, 한-싱, 한-중미 등)을 통해서 디지털제
품 비차별대우 무역규범을 이미 수용함
• 한-미 FTA 및 한-싱 FTA의 경우 방송의 기술적 특징을 가지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조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미 FTA 제15.3조 6항; 한-싱 FTA 제14.2조 2항)
※ 한-미 FTA 제15.3조 6항: “이 조는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수신을 위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
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물 및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는 사실상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적용대상에서 방송 분야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 또한 우리나라 기체결 협정은 다른 챕터와의 관계 조항을 통해 서비스 및 투자 챕터 관련 비
합치 조치로 유보목록에 기재된 조치에 대해서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의무의 적용이 배
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한-미 FTA 제15.3조 4항; 한-싱 FTA 제14.4조 4항; 한-중미 FTA
제14.3조 3항 등)
※ 한-미 FTA 제15.3조 4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11.12조(비합치 조치), 제12.6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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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에 따르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게 도입된 조치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의
무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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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제 및 정책현안)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야와 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고 한
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는 외국인에 대한 사업면허 제한, 투자제한, 쿼터제한 등 차별적인 규
제조치를 다수 유지하고 있음
※ 전통적인 방송 분야의 내외국인 차별적 규제의 주요사례는 「방송법」의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
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8조의
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을 참조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와 혼용) 분야의 내외국인 차별적 규제의 주요 사례는 「인터넷멀티미
디어방송사업법」의 제7조(결격사유),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등을 참조
※ 통신 분야의 내외국인 차별적 규제의 주요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을 참조

- (대응방향 제안)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무역규범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면 방송 분야의 경
우는 문화다양성이나 민족정체성의 보존 등과 같은 무역 외적 이유에 기하여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그밖에 분야를 의무의 적용대상과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음

- 따라서 전통적인 방송 분야의 경우는 가능한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의무조항에서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정문을 성안하여 현존하는 국내법상의 차별적 규제조치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발생하기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통신, IPTV, 기타 뉴미디어 시청각서비스 등은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에 포섭시키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상법적 안전장
치를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전례를 본받아 현재 또는 미래적으로 도입가능한 차별적
규제의 내용을 서비스 및 투자 챕터의 비합치조치 유보목록에 기재하고, 해당 유보내용에 합치
하게 도입 또는 유지되는 규제조치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무역규범에 위배되지 않음을 협정
문에 명시하는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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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대 이슈의 주요 정책 시사점
2022 ICT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정책/기술혁신 시사점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

메
 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다음과 같이 메타버스 시대 10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함
①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간 상대방 영역 진입
을 통한 경쟁, 즉 멀티호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
②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break-up)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간 경쟁
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M&A가 활
발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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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④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
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
⑤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tying) 경우, 멀
티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큼.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
능성이 크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
반 조치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를 촉진시키고 OS 게이
트키퍼가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⑥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 명료화
⑦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임
⑧ 유 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간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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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 촉진

⑨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
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⑩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해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

●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 첫째, 미디어들의 전략이 전통적 미디어서비스에서 ‘OTT-First Model’로 이동 중이며, 미디어
회사들은 OTT서비스를 미래의 가장 중요한(front and center)서비스로 포지셔닝할 것임
- 둘째, ‘OTT-First Model’로의 이동 국면에서 OTT사업자의 전략은 ‘국내 시장 경쟁’, ‘해외 시장
을 향한 연합(제휴)’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시장 경쟁에서 ‘(로컬)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는 불변의 중요한 전략이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미디어플랫폼 시장에서 로컬OTT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은 해외 시장을 향한 ‘플랫
폼 연합(제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움

- 셋째, 미디어플랫폼은 ‘TV 아울렛(outlet)’이 아닌 ‘게임 체인처’임을 인식하고 미디어플랫폼의
운영철학과 규제원리는 방송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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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OTT First Model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행기 제도개선 전략을 추진할 필요
2022 ICT 주요 이슈

① 전통적 방송이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에 친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
②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콘텐츠들이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를
특정할 필요
③ 미디어플랫폼은 글로벌 특성을 갖기에 글로벌 규범체계에 조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원칙
을 견지해야 함

●

미·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 첫째, 데이터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 전담 조직
마련 등 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및 국가 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것
- 둘째, 미·중 양국이 안보논리와 데이터의 전략자산화를 강조하면서 데이터의 로컬화 양상은 강
화될 전망이며, 데이터와 관련된 생태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반적인 탈동조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
- 셋째, 상대국은 물론 자국 플랫폼에 대한 제재 등 데이터 기업에 대한 미·중 정부의 대응이 복합
적인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간 공정경쟁은 물론
한류 콘텐츠 경쟁력에 힘입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

- 넷째, 미·중 데이터 동맹 전략에 대한 상시 분석 및 리스크 최소화 원칙에 따르는 국제 데이터 전
략이 필요

●

인
 공지능
- 인공지능의 글로벌 추세 점검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참조되기를 기대함
① 기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에 요구되는 H/W 인프라의 투자 규모가 거대화함
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개발 분야의 이분화 현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
② 인재부문에서는 학령인구 절벽과 인공지능 개발자 임금의 양극화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의
AI 전문인력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③ 산업부문에서는 인공지능의 효율적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데이터 처리 또는 가공 기업의 성
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 기업은 성공적인 IPO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④ 정치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AI(Responsible AI)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국내에서도 AI Safety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며, EU의 인공지능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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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리스크 접근 방식의 다양한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 발의되거나 가이드라인이 만

●

디
 지털 무역규범
- 데이터의 국제간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의 강화가 국내 기업의 해
외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이에, 원론적으로는 디지털 무역규범에 동참하되 국내정책상 민감한 영역(정부 및 공공기관 관
련 설비, 보안관련 정보, 금융 서비스 등)을 선별하여 개별 의무조항에서 적합한 예외 또는 면제
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규칙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조절하는 대응이 요구됨
- 한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는 국내 ICT혁신기업
의 기술자산의 보호로 연결되며,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간접적
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규범 적극 수용이 바람직
-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전례를 본
받아 현재 또는 미래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차별적 규제의 정책권한을 서비스 및 투자 챕터의 비
합치조치 유보목록에 기재하고, 해당 유보내용에 합치하게 도입 또는 유지되는 규제조치는 디지
털제품 비차별대우 무역규범에 위배되지 않음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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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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