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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자료는 2020년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신규 발간하는
「DATA ECONOMY: Global Trends」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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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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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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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원실 기업지원팀
○ 기획 및 편집: 이종서 실장, 하진희 팀장, 유효라 선임
○ 전화번호: 02-3708-5370~5371
○ 이 메 일: datacom@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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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 산업

정책 이슈 TOP5

유럽 연합 차원의 데이터 정책 이행
EU의 데이터 관련 정책이 점차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EU 시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와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 2주년을 넘긴 가운데, EU 자체 평가에서 해당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하고 있음. 이어 EU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코로나19 추적 앱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데이터 보호에 관련해 일관된 모습을 보임.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코로나19
추적 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GDPR에 부합하는 범-EU 코로나 추적 앱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EU는 미국에서 EU 시민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도입한 미국-EU 간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를 무효 판결하고, 파기를
결정하는 등 유럽 국가 우선의 데이터 보호 정책을 펼침. 이에 미국측은 새로운 합의를 위해 EU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새로운 합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유럽 데이터 산업 정책 이슈 TOP5
분석뉴스대상 : 유럽 데이터 산업 뉴스 7,144건 · 분석기간 : 20. 01. 01. ~ 20.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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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U GDPR 시행 2주년 경과
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이 2020년 5월로 2년째를
맞이했으며, EU는 GDPR의 2주년 간의 평가 보고서를 발행함. EU 자체 평가에서 GDPR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보다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EU 내 16세 이상 인구의 69%가 GDPR에 대해 알고 있으며, 71%의
사람들이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또한 GDPR 시행으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여지가 증가했다고 덧붙임

EU의 GDPR에 대한 자체 평가
EU는 자체 평가에서 GDPR의 시행이 EU 권역 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고 평가함.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줌
GDPR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내 데이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현재 진행형인 정책임을
보여줌. 특히 개별 회원국마다의 자체 법률의 차이, GDPR 규정 내에서조차 해석의 차이로 인한 공동
집행 조치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출처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C, 24.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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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U '프라이버시 쉴드' 폐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
유럽사법재판소 (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 가 미국과의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정보
전송협약으로 2016년 8월 공식 도입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의 파기를 결정함. 미국이
개인 데이터를 EU만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임. 유럽사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프라이버시 쉴드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며, EU회원국이 아닌 국가, 혹은 EU의 사용자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GDPR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
프라이버시 쉴드 파기로 EU에서 미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제한되면서 미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EU와 협상에 들어감.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 전송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프라이버시 쉴드가 파기되었지만 EU에서 미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님.

표준계약(SCC)을 통한 개별 협약을 맺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이 허용되며,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IT기업들은 이를 준비하고 있었음.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SCC 활
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문제가 예상됨

아일랜드, 페이스북에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 금지 명령
한편 페이스북 유럽 본사가 위치한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 Data Protection
Commission) 는 8월 말, 페이스북에 EU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말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으며 9월 말까지 예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보내라고 요청함. 아일랜드 당국의 이번 조치는 SCC
를 활용한 데이터 전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페이스북 측은 이
예비 명령 취소를 위한 사법 검토를 신청한 상황이며,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
될 경우 페이스북 측에는 최대 28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사진 출처 :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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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유럽, 데이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가이아엑스(GAIA-X)' 출범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과 중국의 IT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에
특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이아엑스(GAIA-X)’ 프로젝트를 출범함. 해당 프로젝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이아엑스는 서버를 유럽 현지에 두고 EU GDPR 등 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련한
법 기준에 따르는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함. 독일과 프랑스의 22개 기업이
참여하며 EU의 모든 국가과 기업들에게 열려있음. 해당 플랫폼은 2021년 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피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독일 경제부 장관은 “가이아엑스 프로젝트가 유럽이 기술 주권
을 다시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EU 국가들과 기업들도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브루
노 르메르(Bruno Lemaire)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서 클라
우드 솔루션이 시급하다”며, “가이아엑스는 EU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될 것”
이라고 밝힘. 두 장관은 공통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유럽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유럽의

경제력과 주권이 달린 일이라고 강조함
한편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독일 측에서 한국에 가이아엑스에 참여 제의를 했으며,현재
국제표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참여가 확정될 경우 최초의 비유럽 참여국이
될 예정임

전문가
교차 요구사항 식별

사용자 생태계 및 요구 사항
•
•
•
•

사용자 및 수요 관점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동원에 중점
첫 번째 도메인 별 요구 사례 (사용 사례)를지속적으로 구
현하여 유럽 데이터 인프라의 구축 및 개발을 지원함
GAIA-X가 구축해야하는 기존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도메
인 별 및 교차 도메인 요구 사항의 정의에 중점을 둠
'인더스트리 4.0 / SMEs', '헬스 케어', '공공 부문’,
'금융',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 리빙＇로 구성

•

서로 다른작업스트림에서
두개의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전문가그룹은 작업 흐름사이
에상호의존성이 강한주제(일
반적 기술요건및 규제) 등을
다룸

기술적 구현
•

법적준수및주권적인유럽데이터 인프라구축과 관련함

•

필요한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제공하고 데이터
인프라의 기본적인 기술적 기능을 기술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사진 출처 : GAIA-X
사진 출처 : GAI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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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U, 코로나19 추적 앱 개인정보 관리에 나서
유럽 데이터보호감시당국(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에서 범(凡) EU 코로나19

추적 앱의 필요성을 제시함. 여러 회원국에서 다양한 코로나19 추적 앱을 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어 EU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 앱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상적으
로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 보호 및 보장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EU는 코로나19 추적 앱의 효율성도 중요한 상황이나,
그 못지 않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치와 기준에 대하여 민감하게 여기고 있음

노르웨이, 코로나19 추적 앱 사용 중지
코로나19 추적 앱 ‘스미트스탑(Smittestopp)’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노르웨이 데이
터 보호 당국(Data Protection Authority)은 해당 앱의 사용 중단을 발표함. 스미트스탑은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NIPH, Norwegian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서 2020년 4월 출시했으나,
사용률이 인구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반면 앱의 활용도는 낮았음. NIPH측은 스미트스탑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앱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영국, 중앙집중식 코로나19 추적 앱 출시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5월, 코로나19 추적 앱 ‘The NHS
contact-tracing app’을 출시함.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해 6피트(약 1.8m) 이내에 15분간 접촉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식임. 해당 앱은 개인의 위치 정보도 요구하나 NHS측은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회위원회는 코로나19 추적 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함. 특히 해당 앱은 분산형이 아닌 중앙집중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감시 국가로 전환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공동위원회 의장인
해리엇 하만(Harriet Harman)은 데이터 사용처 및 해킹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강력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의회 법안을 마련 중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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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U, 윤리성 강조한 AI와 데이터 발전 전략 제시
2019년 6월,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AI HLEG)은 유럽 AI연합 총회에 AI에 대한 정책 및 투자 권고를
진행 한 후 2020년 2월, EU는 AI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를 발표함. 이는 유럽의 AI 우수성
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태계 조성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임. 유럽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는 성명을 통해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방적, 민주적인 활기찬 사회를
성장시키는디지털 솔루션을 바란다”고 밝힘
이와 함께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구사항을 강조함

1. 인간에 대한 감독
4. 투명성
정보 출처 : European Commission

유럽집행위원회는 1) 기술 발전에 앞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이해, 2) AI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비,
3) 적절한 윤리적 및 법적 프레임 워크 보장 세가지 기반으로 AI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식을 제시함

기술 개발 선도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AI 도입 장려

정보 출처 : European Commission

-9COPYRIGHT © 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EU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5

유럽 데이터 산업, 선도적 위치로 가기 위한 노력 지속
유럽의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는 유럽내 대형 IT기업의 본사, 데이터 센터 등이 위치함에 따라, 인프라적
요소에 투자 이슈와 데이터 보호법안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보호 산업의 선도적 위치에 관한 이슈가 발생함
주요 이슈로는 개인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활용 기업간의 미래 전략을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지속되는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으며,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유럽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프라
관련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유럽 연합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 데이터 산업 외적 요소 및 국가간 이해관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됨
2020년의 가장 주목되는 이슈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주도적
인 결정을 지속해 왔으며, GDPR의 적용이 향후 보편화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 속에서의 유럽의 데이터
산업이 갖는 포지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짐

유럽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5
분석뉴스대상 : 유럽 데이터 산업 뉴스 7,144건 · 분석기간 : 20. 01. 01. ~ 20. 08. 31.

1위

구글, 유럽 타깃 광고에 핏빗 개인데이터 사용하지 않아

2위

오렌지-구글 데이터 플랫폼 파트너십 체결

3위

유럽 내 데이터 유출 사례 빈번하게 발생

4위

유럽 모바일 사업체, 코로나19 대응 위해 데이터 공유 추진

5위

미-중 관계 변화로, 아일랜드에 틱톡 데이터센터 유럽내 첫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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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구글, 유럽 타깃 광고에 핏빗 개인데이터 사용하지 않아
구글이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업 체 핏빗 (Fitbit) 인수에 합의함. 시장 조사 기관인

International Data Corp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핏빗의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은 2.9%에
불과하나, 누적 기준 전세계 1억대 이상의 기기를 판매했으며 2,8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EU의 독점금지법(EC Merger Regulation)이 인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구글은 21억 달
러에 핏빗을 인수하고 스마트워치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었으나 EU측이 시장 독점 관련 심층 조사에
들어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됨
구글은2018년 안드로이드모바일운영체제에 대한EU독점금지법위반으로 43억4천만유로(약5조6천억원)에
달하는벌금을부과받은바있으며,'지배적지위남용(TFEU102조)'조항위반가능성에대하여문제가지속제기됨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겸 부위원장 마가렛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는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로 시장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힘. EU 집행위원회 측은 구글이 핏빗 기기를 통해 획득하는
사용자의 건강 정보 등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음
구글 측은 ‘이번 인수는 데이터가 아닌 기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며 핏빗에서 얻은 정보를 광고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구글의 데이터시장 독점을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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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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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구글 데이터 플랫폼 파트너십 체결
7월 28일, 프랑스의 통신사 오렌지(Orange)와 구글(Google)이 데이터 플랫폼 파트너십을 체결함.
구글은 클라우드 기술과 분석능력, 인공지능 툴을 제공하게 되며 오렌지 측은 구글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을 Engage 2025 계획하에 진행함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오렌지 측은 자사의 오렌지 비즈니스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구글 측은 유럽에서 클라우드 부문의 주요 업체로서 입지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또한 구글과 오렌지는
수천 명의 오렌지 직원들에게 데이터, AI,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 산업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혁신연구소(Innovation Lab)를 공동 구축할 계획임
스테판 리차드(Stephane Richard) 오렌지 CEO는 “구글과 오렌지는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구글은 새로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이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회를 위해 협력하기에 이상적인 시기라고 언급함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과 알파벳(Alphabet) CEO 는 “오렌지의 네트워크 강점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결합하여, 유럽의 통신 산업을 위한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며 유럽에서의 서비스 확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구글이 기회를 엿보는 유럽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20년 407억 달러 규모로, 2021년에는 43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각각 33%, 18% 차지하는데 비해 구글의 점유율은 6-9% 수준으로 시장 확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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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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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유럽 내 데이터 유출 사례 빈번하게 발생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럽 또한 예외는 아님. 영국의 저가 항공사
이지젯(Easy Jet)에서는 9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사회보장
웹사이트가 공격 당해 사이트를 임시 폐쇄하는 등 유럽 내 다양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함

영국의 이지젯 고객정보 유출사고
영국의 저가 항공사 이지젯이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약 9백만 명의 이메일 주소와 여행정보, 2,208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지젯 측은 이 사고를 5월 19일 발표했지만 실제 사고는
4개월 전인 1월에 발생했음. 이지젯은 4개월 동안 고객들이 노출된 개인 정보로 인한 피해 위험에도 정보
유출 사건 발생의 공개를 미뤄와 큰 파장을 일으킴
집단소송 전문 로펌 PGMBM은 이지젯에 대해 180억 파운드(약 26조 8,583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에 승소할 경우 이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은 개인당 약 2천 파운드(약 298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됨
이와 별도로 이지젯은 사고 발생을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하여 영국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서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ICO 규정에 따르면 최대 1천
만 유로(약 136억 7,520만 원), 혹은 글로벌 매출액의 2%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탈리아에서 2020년에만 390개 이상의 사이버범죄 발생
이탈리아에서 2020년 2월에만 코로나19 테마를 악용한 390개 이상의 악성 이메일 캠페인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발표됨. 이들 악성 이메일 캠페인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워드(Word)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주로 교육과 보건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매달 평균 14건의 멀웨어(Malware) 피싱 캠페인을 적발했다고 밝힘
이중 COVID-19, F**kUnicorn 등의 랜섬웨어(Ransomeware)로 인해 지불이 정지되었다며 특정 형태
의 멀웨어를 설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대부분 약국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코로나 관련 지원금 신청일에 이탈리아 복지부의 사회복지 웹사이트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 범죄 사례가 무분별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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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유럽 모바일 사업체, 코로나19 대응 위해 데이터 공유 추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데이터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유럽 각국의 주요 통신사 오렌지(Orange), 보다폰(Vodafone), 도이치 텔레콤
(Deutsche Telekom), 텔레포니카(Telefonica), 텔레콤 이탈리아(Telecom Italia), 텔레노어(Telenor),
A1 텔레콤 오스트리아(A1 Telekom Austria Group) 8개 통신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자사 가입자들의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유럽집행위원회와 공유하는 데에 동의함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통신사는 “다만 이러한 정보 제공은 코로나19 극복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코로나 종식시 모든 데이터는 파기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EU GDPR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유럽 각국의 보건 당국과 이동 통신사의 데이터 공유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장소에 고객의 이동
데이터를 매핑한 결과를 활용해 방역 정책을 진행함. 중국, 대만 및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양성 판정 환자의 스마트폰 위치 판독을 통해 개인 연락처 추적 및 격리 명령을 시행한 사례에 비해
유럽 통신사의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가 덜하다고 판단됨. 이는 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유럽연합의 방역 방침이 전염병의 전파를 늦추기 위한 봉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유럽 데이터보호감독기관(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은 유럽집행위원회
측에 서신을 보내 “위원회는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 전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함

그러나 일부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공유로 인한 봉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 전화가 추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휴대 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함

사진 출처 : EU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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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틱톡, 아일랜드에 첫 데이터센터 건설
중국의 주요 인터넷서비스 틱톡(TikTok)이 5억 달러를 투자해 아일랜드에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함. 이는 틱톡이 유럽에 건설하는 첫 데이터센터로, EU와 영국 사용자 데이터들을 보관할 계획임.
지금까지 틱톡은 영국과 EU의 사용자 데이터의 보관을 미국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 의존해왔으며,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최근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EU-해외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해당 계획은 미국 정부의 중국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틱톡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미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EU 시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의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앱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미국 기업의 틱톡
서비스 인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논란 속에 틱톡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콘텐츠 및 계정 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틱톡의 대응 내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으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글로벌 시장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가 거세지자 틱톡은 유럽 시장을 지키고자 EU
사용자 데이터를 EU 관할지역 내에 보관해 중국 본토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임. 틱톡은 데이터센터와 함께 글로벌
본사를 영국 런던에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다만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틱톡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지 여부는 미지수임. 네덜란드 개인정보
보호당국은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을 위해 틱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EU 사용자 데이터가 EU내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면 EU 국가에서 틱톡에 대한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틱톡이 아일랜드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는 5억 달러(약 5,919억 원) 규모이며, 2022년 8월 내에

데이터 센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아일랜드 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틱톡의 2019년 5월 기준 사용자 기반 상위 10개 국가에는 EU국가 비중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9월 틱톡의 유럽 총괄 관리자인 리치워터웍스(Rich Waterworth)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
르면 유럽 전역에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 이상으로 밝혀짐

1위

인도
(1억 1,930만)

2위

3위

정보 출처 : Rout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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