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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해당 자료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DATA ECONOMY: Global News
Trends” 보고서입니다.

◆ 급변하는 데이터산업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속보성 및 시사성이 높은 해외
데이터산업 관련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정기간 주요 국가별 데이터산업 뉴스 및 전문지를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후,
정책 및 사업 분야를 나눠 각각 핵심 뉴스 TOP5를 선별한 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 정책(Policy):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 및 규제 정책 동향
○ 사업(Business): 글로벌 데이터 기술 적용 및 사업화 사례 분석

◆ 금번 보고서는 유럽연합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데이터산업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뉴스 정보를 다뤘습니다.

◆ 본 자료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data.or.kr)를 통해 발간되며,
매월 다른 권역에서 발생하는 최신 데이터산업 정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추가 문의 및 제안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데이터산업본부 산업기획팀
○ 기획 및 편집: 이종서 본부장, 하진희 팀장, 문서인 선임
○ 전화번호: 02-3708-5361, 5362
○ 이 메 일: dataonair@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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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30 디지털 전환 발표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개방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대 보급과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서비스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임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안들도 개정이 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발표하고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을 개정하는 등 데이터
관리와 보호에 힘을 쓰고 있음. 또한 유럽연합 외 국가로의 데이터 전송에도 GDPR에 준하는 보호조치 확
보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 중임. 이외에도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VVA)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며 VVA도 GDPR과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을 준수하도록함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정책 이슈 TOP5
분석 뉴스 대상 :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뉴스 4,520건 · 분석기간 : 20.10.1.~21.3.31.

1위

유럽연합, 2030 디지털전환발표

2위

유럽연합, 데이터거버넌스법안발표

3위

유럽연합, 전자프라이버시규정(ePrivacyRegulation) 개정

4위

유럽연합, 제3국데이터전송위한표준계약서개정초안발표

5위

유럽연합,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를위한데이터보호가이드라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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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유럽연합, 2030 디지털 전환 발표
2021년 3월 9일 유럽연합이 ‘유럽의 디지털 10년 : 2030년까지의 디지털 전환’을 발표함. 유럽
연합집행위원회의 라이엔(Leyen) 위원장은 “개방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주권을 확립”
할 것이라 밝힘. 또한 코로나 19를 겪으며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유럽연합의 시민과
기업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보다 번영한 디지털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함
이라는 이번 계획의 의의를 밝힘

디지털 전환의 4대 핵심 사항
이번 디지털 전환은 크게 ①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시민과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② 안전하고 뛰어난 성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③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④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디지털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 인프라인 기가

비트급 네트워크와 5G 서비스의 보급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육성이 4대 핵심 사항에
포함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디지털 주권확립(digitally sovereign)’이 유럽연합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유럽연합 2030 디지털 전환 4대 핵심사항

4대 핵심 사항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시민과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안전하고 뛰어난 성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목표
•

사회인권운동계획(Social Rights Action Plan)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 디지털 능력 확보

•

최소 80%의 성인 인구로 전환(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보유)

•

유럽연합 내 2,000만 ICT 전문가 고용(2019년 780만 명)

•

모든 가정에 기가비트급 네트워크 보급(2020년 59%)

•

인구 밀집 지역에 5G 보급(2021년 14%)

•

유럽의 반도체 생산량 세계 점유율 20%까지 확대(2020년 10%)

•

지능형 엣지컴퓨팅 애플리케이션 1만대로 확대(2020년 0개)

•

2025년까지 첫 양자컴퓨터 분야 선도(2020년 0개)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용 기업 75%로 확대
(2020년 클라우드 26%, 빅데이터 14%, 인공지능 25%)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

중소기업의 최소 90% 이상 기본적 수준 디지털화(Digital
intensity)

•

규모 확대 지원 및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
(2021년 122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

주요 공공서비스 100% 온라인 제공(2020년 시민75%, 기업 84%)

•

유럽 시민 100% 전자의료기록 접근 가능

•

디지털 ID(eID) 솔루션 사용 시민 80%로 확대
출처 : 유럽연합 법령포털(eu-lex.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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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유럽연합, 데이터 거버넌스법안(Data Governance Act) 발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 거버넌스법안을 발표함.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
국들이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메커니즘과 유럽연합 내 데이
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정됨. 데이터 거버넌스법안은 공공 부문
데이터의 재사용, 데이터 중개자의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 이타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하여 통일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데이터 거버넌스법안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거버넌스법안은 크게 공공부문 데이터 재사용(Data reuse), 데이터 공유 서비스
(Data Sharing Service) 신뢰성 확보,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

당 법안에서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독립된 전
문 중개 서비스 제공자로 자체 데이터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데이터 중개만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인됨. 데이터 거버넌스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데이터 이타주의는 정보 주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로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
리 법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데이터 거버넌스법안 주요 내용
공공부문 데이터
재사용

•

익명화 처리, 영업 기밀 삭제 등을 거친 데이터의 재사용 허용

•

데이터 재사용 요건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당할 단일 정보 창구
구축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

•

공공을 위한 개인정보 및 상업적 정보 재사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

데이터 보유자와 이용자 사이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중개
및 공유 서비스 도입(Providers of data sharing services)

•

데이터 공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마다 데이터 공유
업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과 자격 제한, 규제 감독 등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데이터 이타주의

•

유럽연합 내 위치와 관계 없이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단일 시장 구축

•

개인의 동의하에 공익 및 연구 목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풀 구축

•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이 특정 조건 충족시 유럽연합에서
승인 받은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 가능토록 법제화 추진

기타

•

개인 및 법인의 민원 제기 및 사법적 구제 권리 명시

•

기존 국가 관행이나 정책과 데이터 거버넌스법간 충돌 조정 및 유럽

내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 원칙 준수를 위한 유럽데이터혁신이사회
설립
출처 : 유럽연합 법령 포털(eu-lex.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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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유럽연합,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 개정
2021년 1월 5일, 유럽연합이사회가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음 달인 2월 10일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발표됨. 개정된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포함한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짐
개정된 법에서는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의 적용 범위가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M2M(Machine
to Machine)까지 확대되어 사물인터넷 사용시 전송되는 데이터도 보호 범위에 포함됨. 이 규정
준수 대상 업체는 이메일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 메시지 서비스 업체 등임
전자 통신의 경우 민감한 개인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적 경험, 의료 데이터, 성적
취향, 정치적 견해, 검색 기록, 통화 기록, 지리적 위치, 위치 데이터 등이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됨. 익명화 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용어의 단순화 및 명료화가 진행됨. 쿠키 및 유사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은 GDPR과 법안 미준수시
처벌은 GDPR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으로 규정됨. 벌금은 최대 2,000만 유로, 혹은 글로벌 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됨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 개정안 주요내용

•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유럽연합 거주자와 관련된 전자 통신 컨텐츠 및 그 메타데이터의
처리, 최종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직접
마케팅 등에 적용됨

최종 사용자 단말기
데이터 접근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

번호 기반 개인간 통신 및
직접 통신 마케팅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

규제 책임 당국과
그 권한

책임과 처벌, 구제책

위임 및 이행 법률

전자 통신 데이터는 기밀이어야 하며 최종 사용자 통신 데이터
감시 및 처리는 해당 법안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
최종 사용자의 식별 정보 공개를 방지할 수 있는 일회성 혹은
영구적 조치 필요

•

긴급 통신의 경우는 예외

•

유럽연합 회원국은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 공공기관을 설립해야 함

•

감독기관은 과태료 부과권을 포함한 조사권과 시정권을 가짐

•

모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권리 침해와 관련해 사법적 구제,
감독기관에 호소할 권리를 가짐

•

해당 법과 관련된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되고 권한 행사 시 즉시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통지해야 함
출처 : 유럽연합이사회(consilium.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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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유럽연합, 제3국 데이터 전송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초안 발표
2020년 11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역외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계약서

(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개정 초안을 발표 하였으며, 올해 1월 유럽데이터보호
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의 자문을 받음.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계약서
는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제3국으
로 구분 되어 적용 될 예정임. 특히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제3국의 정부 단체
및 기업과 데이터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의 무단 수집 및 유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됨

미국, 영국과의 데이터 전송 논의 현황
미국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전송 협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활용해왔으나,
프라이버시 실드가 무효로 되면서 기존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적용되고 있음. 표준
계약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한 요구나 요청으로는 데이터 제공이 금지되며 법원 영장이나
기타 사법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 6개월 간의 추가
전환 기간이 적용되면서 제3국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영국 데이터보호법(DPA, Data
Protection Act)은 유럽연합의 GDPR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향후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데이터
전송 범위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데이터 전송을 위한 EU의 표준계약서 개정안 초안 주요 내용
목적 및
범위

당사자의
의무
(모듈 1~4)

최종 조항

•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해 GDPR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

•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 사용 불가와 투명성 보장 조치 명시

•

데이터 수출 및 수입업자의 의무 명시

•

지침에 따른 데이터 전송과 처리 명시

•

데이터 오류 발견 시 즉각 통보와 수정 의무 명시

•

데이터 처리 기간 만료시 모든 데이터 즉각 삭제 및 증명 의무 명시

•

데이터는최초목적과지침에의해서만처리될수있으며불가한경우즉각통보명시

•

수입업자는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시 즉각 고지

•

수입업자가 조항 미준수시 수출업자는 즉각 데이터 전송 중지

•

데이터 수출업자의 계약 해지 요건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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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유럽연합,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를 위한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021년 2월,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가 버추얼
보이스어시스턴트(VVA, Virtual Voice Assistant)를 위한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는 2017년 발표된 데이터 침해 관련 가이드라인에 VVA관련 항목을 추가한 것임. 해당 가이드
라인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VVA의 활용 범위가 스마트폰,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TV 등으로 넓어지면서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표됨. 또한 VVA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음성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 이후 데이터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원인이 됨

VVA는 마이크가 장착된 단말기를 필요로 하며 데이터를 원격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일반데이터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VVA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번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VVA 서비스 제공자는 VVA 최초 기동 시, 혹은 첫 명령을 수행할 때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사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결과 또한 서면으로 알려야 함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배경

보호 요소

•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VAA)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 데이터 침해
위험이 높아져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

GDPR과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보호해야함

•

IoT 장비는 ‘단말기 장비’에 해당하므로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의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접근할 때 마다 전자 프라이버시 규정이 적용됨

•

또한 GDPR에 의거해 사용자 동의와 후속 처리에 대한 알림이 필요함

•

GDPR에 따라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들의
데이터 주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함

데이터 권리
행사
메커니즘

•

서비스 제공자는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는 전원을 켤 때, 늦어도 첫 작동 시
데이터 주체의 권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음성 동작을 판단하기에 버추얼보이스어시스턴트는 쉽고 간단한 명령어로
데이터 주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다중 이용자가 등록된 경우 이용자 한 명이 권한을 행사할 시 다른 이용자와
상관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출처 :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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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5

빅테크 기업, 유럽연합 내 불법적인 데이터 활용 및 반독점 혐의로 제재
유럽연합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음. 해당 기업들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광고 시 데이터를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혐의 및 독점, 불공정 거래 등과 맞물리면서 향후에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또한 유럽연합 내 각 산업마다 AI와 빅데이터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음. 의료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도입이 미진했던 제약 산업이 신약 개발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5
분석 뉴스 대상 :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뉴스 4,520건 · 분석기간 : 20.10.1.~21.3.31.

1위

빅테크 기업, 유럽연합 내 불법적인 데이터 활용 및 반독점 혐의로 제재

2위

프랑스,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가

3위

유럽연합 내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활발

4위

유럽연합,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활성화

5위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AI 및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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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빅테크 기업, 유럽연합 내 불법적인 데이터 활용 및 반독점 혐의로 제재
유럽연합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소 대상에 올랐으며,

실제로 일부 기업이 소송 중이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음. 해당 기업들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광고 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혐의 및
독점, 불공정 거래 등과 맞물리면서 향후에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대표적으로 아마존(Amazon)의 경우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함과 동시에 시장
독점을 위한 경쟁 업체 방해혐의 등으로 소송중이며, 관련법 따라 최대 글로벌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페이스북(Facebook)은 데이터 처리 관행을 수정하라는 2018년
이탈리아 법원 명령의 미 준수로 인해 70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음. 트위터(Twitter)

또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위협하는 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은 혐의로 4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음. 이외에도 틱톡(Tiktok), 애플(Apple), 구글(Google) 등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 및 마케팅에서의 불법적인 활용, 반독점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테크크런치(Techcrunch), 뉴욕타임즈(Neywork Times), 디더블유(DW) 등 다수의 언론이 보도함
유럽연합 내 빅테크 기업 제재 현황
기업

혐의

현황
•

•

소비자 데이터 사용하여 불공정한
경쟁

•

아마존
•

2021년 2월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 미흡
불법적인 데이터 처리

•

2021년 2월 16일 유럽 소비자기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조사 촉구

•

개인 정보 위협 요소에 대한 미적시
및 신고 누락

•

2020년 12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
위원회가 벌금45만 유로부과

•

데이터 무단 활용 및 디스플레이
광고 반독점 혐의

•

2020년 10월 부터 이탈리아 경쟁
당국이 관련 혐의 조사 중

•

반복적 데이터법 위반

•
•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구글

2020년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기소
최대 연 매출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 가능

자료 : 관련 뉴스를 취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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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프랑스,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가
프랑스 정부가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국영 투자은행 비피아이프랑스(Bpifrance) 단독으로만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프랑스 정부는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4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추가적인 투자 펀드를 출시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기도 함. 한편 컨설팅
업체 롤란드베르거(Roland Berger)에 따르면 프랑스 AI산업 창업 규모는 세계 7위 규모이며, EU 내
스타트업 전문 포털사이트인 EU 스타트업스(EU Startups)에 따르면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유럽 내
3대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선정됨

프랑스, AI 스타트업 450개 이상 등록
프랑스에는 약 450여 개의 AI 스타트업이 등록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와 용도로 AI를 활용 중임.
스타트업 중 하나인 쎄삼(SESAMm)은 머신러닝과 자연어처리의 결합으로 펀드테크어워즈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함. AI 스타트업 뜨셰크(Tchek)는 AI와 머신러닝, 시각 인식 등을 결합한
AI기반 자동차 손상 검사 기술을 개발해 30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킬리테크놀로지(Kili
Technology)는 원천 데이터(Raw Data)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주석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로 57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함
프랑스 AI 스타트업 투자 현황
기업명

기술 내용

투자 규모

•

AI 기반 자동차 손상 검사 기술

•

로우 데이터(raw data)를 AI가 활용 가능한 주석

•

300만 유로

•

570만 유로

뜨셰크

데이터로 전환

킬리테크놀로지
•

심장 부정맥 치료 위한 AI 알고리즘 연구

•

2,300만 유로

•

3D 시멘틱 카메라를 활용한 '완전 상황 인식' 기술

•

1,800만 유로

•

재무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

1,900만 유로

볼타메디컬

아웃사이트

페니레인
자료 : EU 스타트업스(eu-start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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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유럽연합 내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활발
2021년 4월 스태티스타(Statista)의 「Number of data centers worldwide in 2021, by country」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은 국가는 2,670개를 보유한 미국이며 독일이 44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
해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이외에도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1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는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그리스 등에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가 될 전망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Azure Cloud)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추가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
망됨. 한편 구글(Google)은 네덜란드에 자사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아마존(Amazon)도 프랑스에 추가적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빅테크 기업 이외에도 인터시온(Interxion)은 덴마크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하며 2022년까지 총 3단

계 중 1단계를 완공할 계획이며, 이퀴닉스(Equinix)는 올해 3분기 프랑스에 데이터센터가 완공 예정임.
시스코(Cisco)는 올해 6월부터 독일에 건설중인 데이터센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엔티티(NTT)는
올해 3분기에 스페인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임
2021년 4월 기준 국가별 데이터센터 수

단위 : 개

3,000

2,670
2,500

2,000

1,500

1,000

452

500

443

416
275

272

269

248

205

145

141

러시아

멕시코

133

125

123

123

인도

스페인

0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브라질 이탈리아

자료 : 스태티스타(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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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유럽연합,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활성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정부 차원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투자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의 배경에는 신약 개발에서 다방면으로 AI가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임. 초기 연구에서 표적

단백질 식별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작업이었으나 AI는 그 과정의 분석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음. 효용성 향상을 위해 제약 업체들의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기술 업체와의
제휴도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AI 활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로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임

AI 활용에 나선 제약 산업
제약 업체인 유씨비(UCB)는 신약 개발과 가속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다년간의 전략
적 협력을 맺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신약 개발에 고차원 데이터셋과 다중 모드 비정형 정보 분석을 지원
하게 됨. 제약업체인 바이오엔텍(BioNTech)과 기술기업 인스타딥(InstaDeep)은 신약 개발을 위해
유럽에 AI 혁신 연구소를 구축 중이며 핵심 연구 분야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및 암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임. 해당 기업 외에도 다수의 제약사가 AI와 빅데이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신약 개발과 AI를 결합한 상위 10개 유럽 기업
소재지

기업명

설립
년도

영국

Exscientia

2012

영국

Healx

2014

영국

BenevolentAI

2013

독일

Innoplexus

2011

덴마크 Evaxion Biotech 2008
독일

Genome
Biologics

프랑스 Novadiscovery
아일
랜드
헝가리
이스
라엘

Nuritas

2016
2010
2014

Turbine Simulated
2015
Cell Technologies
CytoReason

2016

***음영 : 유럽연합 회원국 제약사

AI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

•

세계 최초로 신약개발에 프로젝트 시딩(Project Seeding)
을 포함한 AI 설계 분자 기술 적용

•

신약개발 플랫폼 AI인 헬넷(Healnet) 활용해 희귀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조합 및 연구 데이터 분석

•

Ai 신약개발 플랫폼인 베네볼렌트플랫폼(Benevolent
Platform)을 분자설계 및 표적 식별에 활용

•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투사이트(Ontosight)의학
데이터셋 활용

•

항 종양 효과를 가진 세포를 판별할 수 잇는 AI 플랫폼

실리코(silico) 활용
•

AI플랫폼 게니맵스(Genimaps)를 활용한 약물 표적
식별 및 질병 표적의 2D, 3D 모델링 분석

•

AI 임상 시험 시뮬레이션 노바(Nova)를 활용해 환자에
대한 약물 효과 모델링 및 치료 성공 여부 예측

•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 축적된 데이터로 잠재적 약물
후보 및 영양 첨가물 선별

•

자체 AI인 시뮬레이티드셀(Simulated Cell)을 활용해
암세포의 약물에 대한 방식 예측 시뮬레이션

•

분자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임상 및 전임상 실험 과정에서
활용
자료 : 라비오테크(labiotech.eu), 각 제약사 홈페이지

- 14 COPYRIGHT © 202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5위.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AI 및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빅데이터와 AI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비엠더블유(BMW)는 아마존
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생산 및 판매에 빅데이터를
활용함. BMW는 100여개 국가의 비즈니스와 운영 부문을 AWS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생산, 판매 및 유지보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고 활용하여
생산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킬 계획임

아우디(Audi)도 자율주행 부문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아우디는 2017년부터 사고나
교통 체증, 도로 결빙을 비롯해 가시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차량을 출시한
바 있음. 아우디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카투엑스(Car to X) 기술을 공개함. 해당 기술은 각
차량이 도로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통합해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차량들에게 헤드업디스플레이
(HUD, Head Up Display)를 통해 미리 위험을 알려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모든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됨

메르세데스(Mercedes)는 겟마이파킹(Get My Parking)과 파트너십을 맺고 메르세데스미커넥트
(Mercedes Me Connect)가 장착된 자사 차량에 IoT 기반 디지털 주차 플랫폼을 제공함. 대시
보드의 터치 스크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인도의 주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50여 도시,
9,000여 주차장의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함

자동차 산업에서 AI와 빅데이터는 단순히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화,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 등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클라우드 이니셔티브 가이아엑스
(GAIA-X)의 첫 사용 사례이기도 함
독일 자동차 기업의 활용 내용
기업명

활용 기술

•

기대 효과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지능형
데이터 분석

비엠
더블유
•

차량의 노면 분석 데이터 공유를
통한 위험지역 알림

•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운전 중 안전성 강화

•

보다 쾌적한 주차 공간 확인

아우디

메르
세데스

•

IoT를 활용한 주차 정보 제공

자료 : 관련 뉴스를 취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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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BioNTech & InstaDeep launch AI innovation lab for next-generation vaccines and biopharmaceuticals, Biopharma Reporter, 26 Nov,
2020
ㆍ Top 10 Companies Combining AI and Drug Discovery in Europe, Labiotech, 19 Oct, 2020
ㆍ UCB and Microsoft Expand Collaboration to Accelerate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Bloomberg, 23 Feb, 2021

비즈니스 5위 -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AI 및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
ㆍ Mobility Startup Get My Parking To Power Mercedes Benz Digital Parking Experience, IoT for all, 17 Mar, 2021
ㆍ Intelligente Daten-Analyse: BMW und Amazon arbeiten zusammen, Bimmer Today, 9 Dec, 2020
ㆍ Audi utiliza el 'big data' para alertar a sus conductores de tramos con firme deslizante, Eldiario, 11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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