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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다량으로 수집, 분석되고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을 중심으로 하여
빅데이터로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에 대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등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 및 경쟁제한 행
위의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과 정책적인 해법을 위한
시장조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이미 발간하였고, 일부 국가는 이에 근거하여 이미 적극적
인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이 어떻게 형성
되어 있고, 어떠한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진은 국
내외 선행 연구 및 외국 집행기관의 집행사례들을 토대로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상 쟁점을 파
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
서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
았다. 이에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
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거래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여건
이 미흡하여 빅데이터 관련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경쟁실태를 논할 만한 환
경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설문결과가 나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그럼에도 빅데이터와 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
이터의 활용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과 편익을 증
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련 국내 시장을 선행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내지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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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igital era, firms have been increasingly collecting, processing and
utilizing so-called big data, which have become firms’ strategic assets in market
competition. Competition authorities of foreign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exerted efforts to find new legislative or interpretative
approaches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firms’ competition-limiting behaviors
related to big data and privacy concerns. In Korea, however, less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to define big-data markets and assess the relevance of big
data for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ince defining the big-data market is
challenging and has not been done in existing literature, we conduct explorative
research of firms via an online survey with questions based on foreign
competition policy and potential anti-competitive issues related to big data.
Surprisingly, few firms raise concerns about unfair competition regarding big
data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exchange (i.e., buying, selling and sharing
data) for their own business. We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se perceptio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irms’ working-level experts in charge of big
data. We find that the survey results may be driven by immaturity in the Korean
market, and that it may be still too early to discuss big-data related competition
issues. Korean enterprises cannot freely collect or exchange big data with their
counterparts due to restrictive and ambiguously-written privacy rules. Facing
regulatory risks, Korean firms are reluctant to engage in new business
opportunities utilizing or exchanging big data. Given that foreign marketdominant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are more aggressive in utilizing
big data under their countries’ own rul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providing more specific and articulate guidelines regarding firms’
big-data use and the links to personal data protection. These efforts may
alleviate the privacy concerns and regulatory risks in firms’ pursuit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using big data.
Key words: Big data, Unfair competition, Privacy, Data exchange, Marke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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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상호 융합 ․ 초연결되어 기존에
는 없던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탄생을 촉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는 단순한 정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량으로 수집, 분석되고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 및 가치(이
른바 5V)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로 가공되어 사업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
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빅데이터전략연구소, 2017).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는 시장에서 재화처럼 거래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수집과 거래를 둘러싸고 데이터
자원을 가진 대기업이 그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빅데이터의 유용성을
소비자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시장이 성숙한 미국, 일본, 독일/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 및 OECD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함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 및 경쟁상황, 즉, 빅데이터를 확보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및 공급거절과
같은 경쟁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기업결합에서의 데이터와 관련된 기준 등에 대
하여 입법적인 해결책과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시장조사 또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이미 발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가지고 있
는데, 그러한 개인정보 법제와 관련한 빅데이터 허용 범위는 어떠하며, 시장에서
얼마나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 외국에서와 같은 빅데이터를 둘러싼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 종합적인 연구나 정부의 정책보고서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 성장을 강조하
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산업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현재의 국내 시장 상황은 앞으로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외 경쟁 당국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와 연
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들에 대
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경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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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빅데이터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성
1. 빅데이터 관련 해외 선행연구
빅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적 쟁점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
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외국 경쟁당국에서 정부,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아 발간한 연구보고서들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EU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 성과들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해외 주요 국가 및 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고 이
를 거래하는 시장의 현황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에서 어떻
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쟁법적 쟁점이 있는지 분석한 연구보
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장에서 불공정경쟁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올바르게 경쟁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요약해보면, 우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일본 빅데이터 시장의
현황 분석, 빅데이터 관련 시장획정 방법의 특징, 빅데이터 수집 ․ 이용 관련 경쟁
법적 이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관련 시장획정과 관련된 문제,
예컨대 상품과 별도로 데이터 그 자체가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면시장을 이루는 무료시장을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경쟁법적 쟁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
다 (Japan Fair Trade Commission, 2017). 독일/프랑스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경제적 기능,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데이터의 역
할, 빅데이터와 시장지배력 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데이터의 수집 ․ 이용
과 관련하여 특히 시장지배력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
게 분석하고 있다 (Bundeskartellamt & Autorité de la concurrence, 2016). 영국의
경쟁당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시장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
자,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 중개 사업자, 소비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를 관리하는 사업자 등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시장에서 ‘소비자’
관련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데이터 수집 ․ 이용을 통
하여 소비자 자신이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비자가 선택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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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2015). 네덜란드 경제부의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기반 시장에도 원칙적
으로 기존의 경쟁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데이터로 인한 시장지배력
을 억지하기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서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과 공유 문제, 그
리고 경쟁규범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가능성
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론에 있어서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2017). 그리고 미국 FTC의 보고서는 그 논의
의 방향과 성격에 있어서 다른 국가 경쟁당국의 보고서와는 조금 다른데, 주로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특정 사업자로의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비자 보호 관련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특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
하게 차별을 받거나, 허위 ․ 기만적 광고로 인한 피해,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프
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법령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의 수
립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Federal Trade Commission, 2016). 마지
막으로 OECD에서는 빅데이터 및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공통적 관심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분석 ․ 정리하면서, 관련시장 획정, 기업결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다음으로 그간 외국의 학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빅데이터와 경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초기 연구
로는 Ohlhausen & Okuliar (2015)가 있다. 위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로 인해 발생하
는 폐해가 소비자 효용 혹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발생한 경우에 경쟁법이 적용된
다는 것, 이용자와 데이터 수집자의 관계를 따져서 사업자와 개별 소비자 간의
협상에서 비롯된 문제일 경우에는 경쟁법이 아닌 소비자보호법의 영역에서 다룬
다는 것, 일정한 법 위반을 시정하는데 있어서 적용 가능한 구제수단과 그로 인
한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
구를 수행한 Sokol & Comerford (2016)은 빅데이터가 경쟁에 대해 갖는 함의를
제시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규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역할
을 모색하였다. 먼저 빅데이터가 경쟁촉진적일 수 있는 경우와 빅데이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를 비판적으로 검증한 후에, 빅데이터 규
제에 있어서 경쟁법은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하였다. Rubinfield & Gal (2017)은
데이터 가치사슬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빅데이터의 수집, 보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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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 이용 등의 경우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이들 각 진입장벽 유형으로 인하
여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상품시장에
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로 인한 진입장벽은 경쟁 제한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빅데이터 시장의 고유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그 경쟁 제한적 효과의 본질,
범위, 규모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Grunes & Stucke (2015)는 빅
데이터와 경쟁법에 관한 열 가지 가정들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프라이버시 문제가 단지 소비자보호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도 정확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편재성(ubiquity)이나 낮은 진입장벽
이라는 가정 역시 분명하게 입증된 바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가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배제적 행위를 할 유인이 있는지 실증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국내 정책 및 선행연구
1) 국내 정책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의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정부
가 주도하여 국내 빅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정책 방향
을 발표하였다. 우선 2013년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에서 민간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처음 제시
하였고, 2018년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2018)에서는 민
간에 개방된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빅데이터가 적극적으
로 거래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빅데이터를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설
정이 분명해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
위원회, 2014)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
2016)을 발표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할
기술적 ․ 절차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안전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비식별 정보 활용 범위 등을 제
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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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선행연구
2010년대에 들어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경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이 빅데이
터를 수집 ․ 분석 ․ 관리할 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이슈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빅데이터 관련 국내 선행연구의 흐름은 정책 논의와 비슷하게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이슈, 기업의 소비자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그리고 빅데이터
를 둘러싼 경쟁 정책적 쟁점을 다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신영진 (2011)은 올바른 빅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해 사
고를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미고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라는 3가지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구
체적인 침해 사례들을 정리·분석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기술
적 보호조치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창범 (2013)은 빅데이터가 사업자들의 맞
춤형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무한정 악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역으로 개인정보 보
호라는 이름으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지 않은 통계, 연구 등 목적의 이용까
지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서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소비자가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경험,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문제 인식, 그리고 정
보 프라이버시 정책의 3가지 요인이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Perceived privacy
risk)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민현홍 외, 2016). 이와 같은 논의 흐름에
맞춰, 이상윤 외 (2017)는 빅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법을 입법하여 개인정보 보호
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포함해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고 주장하였고, 강재
정 (2018)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개인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빅데이터를 둘러싼 기업 간 경쟁 정책적 쟁점과 관련해, 이호영 (2018)은 최근
들어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관한 범위
를 넘어 경쟁법 집행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외의 경쟁법
집행 사례들을 분석하여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진입장벽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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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배력의 원천, 데이터 관련 배제적 행위를 통한 경쟁 제한, 개인정보 보호 경
쟁의 제한, 품질 및 혁신의 저해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오승한 (2018)은 빅데이
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빅
데이터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우려 등을 소개하고 논하였다. 이들
연구는 외국의 논의를 통한 빅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적 쟁점은 다루었으나, 그것
이 우리나라의 시장분석을 통한 결론도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수준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빅데이터 수집 ․ 판매 ․ 분석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경쟁법 인식
정도 및 경쟁 정책적 쟁점에 관한 현황을 탐색, 조사하고 경쟁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차별성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빅
데이터와 관련하여 실제 경쟁 정책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
를 기업현장에 있는 실무가들에게 온라인 설문 및 정성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Ⅲ.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상 쟁점
1. 빅데이터 관련 시장 분석에 있어서 경쟁법적 고려사항
데이터의 집적을 수반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과는 별도로 수집된 데이터 그 자체
가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거래를 위해 SNS
(social network service)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무료 시장의 성격을 띠는 다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는 시장에 시장 획정 이론을 그
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Japan Fair Trade Commission, 2017).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청구 없이 서비
스를 제공하므로 소비자와의 관련시장에서 ‘가격’ 경쟁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디지털 플랫폼 사이에서 또는 디지털 플랫폼과 그 이외 사업자 간의 비가격 경쟁,
특히 상품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같은 품질을 둘러싼 경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품질, 다양성 등의 비가격 요소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측정
이 어려우므로 분석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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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자신의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각 시장에 분배하는 거래 중개수수료
를 최적화할 수 있는 독점자인 중개자를 가정한 다음에, 해당 독점자가 수요자
그룹 각각에 부과하는 가격합계액을 인상할 경우 플랫폼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을 통하여 SSNIP 테스트를 적용한 관련 시장 확정이 가능하다는 견해, SSNIP를
대체하는 평가방법인 ‘SSNDQ(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Decrease in
Quality)1)’ 테스트를 이용하자는 견해 (Evans & Schmalensee, 2016), ‘SSNIC(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Costs)’ 테스트 등의 여러 견해가 소
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2016)되고 있으나,
어느 하나도 일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논하는 시장획정 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가공자료(raw data)로서의 순수한 개인정보
와는 달리 빅데이터는 거대한 양의 정보에 대하여 가공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이 매우 희박해지고, 거래될 수 있는 일종의 재화처럼 인식
된다 (Corrales et al., 2017). 실제로 해외 경쟁법 집행 당국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 관련된 행위를 경쟁법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디지털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은 시장획정 방법 및 집행수단을 써도 무방하며 시장에서 경쟁법을 집행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입장을 밝히
기도 하였다 (Bundeskartellamt & Autorité de la concurrence,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경향에 주목하여 빅데이터 관련 시장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빅데
이터의 수집 측면과 거래/이용의 측면을 나누어 고려하기로 하였다.2)

1)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가상적 독점 플
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의 품질을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낮출 때
나타나는 사용자의 플랫폼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이라는 것은 신뢰
성, 서버 안정성, 로그인 편리성, 사용자 프로필의 보호 정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공정
거래위원회, 2017).
2) 본 연구는 시장획정방식을 새롭게 제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빅데이터
를 수집,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기업 간 경쟁에서, 데이터 수집·보유하는 상황
에서 경쟁 제한 행위, 이를 거래, 활용하는 상황에서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에 집중하여
국내 현황 파악과 경쟁법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시장의 경우 직
접적으로는 데이터를 거래대상(상품)으로 하는 시장을 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터 기반 시장은 아니지만, 간
접적으로는 그러한 속성에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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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수집/보유 단계에서의 경쟁 제한행위
우선, 빅데이터의 수집 시장의 특징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은
매우 높지만 데이터 처리의 한계비용은 매우 낮다는 점으로 인하여, 이 시장으로
의 신규진입이 어렵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일단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기
업으로 시장의 쏠림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빅데이터의 보유 그 자체가 시장지배력
의 중요한 원천일 수 있으며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승한,
2018).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인수 ․ 합병을 통하여 훨씬 많
은 이용자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특히 이용자들이 동의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데이터 독점 현상이
심화되어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많은 소비자를 확보한 사업자가
빅데이터의 수집에도 훨씬 유리하게 되고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되면서 승자독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상기 외, 2018). 그럼에도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중시하
는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수집단계에서 여전히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쿠
키(cookie), 웹비컨(web beacon) 또는 다른 기술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이 금지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로리 앤드류스,
2017).
경쟁법의 원래 관심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
일, 우리나라의 경쟁법제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혹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착취 남용(exploitative abuse)행위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
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행위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감소를 소
비자의 이익침해행위로 보아 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과 프라이버
시 보호조치의 필요성 간에는 상충(trade-off)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데
이터 수집/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Stucke & Grunes, 2016).

3. 빅데이터 거래/활용에서의 경쟁 제한행위
빅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사업자는 당해 시장에서 경쟁에서의 우위를 가
져오게 되고 (Patterson, 2017), 재화로서의 빅데이터의 가격은 빅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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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결정권이 주어지기 쉽다 (Evans & Schmalensee,
2016). 외국에서는 빅데이터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독점적 가격을 설정
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
거나, 데이터에 대한 차별적 제공, 배타적 거래를 통하여 경쟁자의 중요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방해하는 행위, 경쟁상 가치 있는 빅데이터 보유 사업자가 이에 대
한 이용을 자신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등(끼워팔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 즉,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
으로 거래가 가능한 데이터 거래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경쟁 관
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데이터 풀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지, 대체 데이터 풀은 있는지, 해당 데이터는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하는 데이터가 그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이를 대체하는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
란하여 필수설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Balto & Lane (2016)은 일반적
으로 사업자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매우 이질적인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Google이나 Facebook과 같은 사업자가 기존의 선발사
업자를 따라잡았던 사례를 생각할 때, 특정한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가 필수설
비로 인정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
호 법제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라 하
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얻
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거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을 고려하여 필
수설비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호영,
2018).

3) 이호영 (2018, 299)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제3자 이전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법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
의가 시기상조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향후 그 내용이 완화되거나, 데이터가 빅데이
터로서 가공되어 개인정보의 속성이 희박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외국의 논의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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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 빅데이터 시장현황 분석
1. 온라인 설문조사
1) 온라인 설문 조사의 개요
본 연구진은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외국 집행기관
의 집행사례들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을 하여 국내 빅데이터 시장상황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빅데이터 시장 획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아직
국내외에 마련되지 않았고, 국내 학계에서도 빅데이터 시장 획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을 인지하였기에, 일단은 해당 ‘빅데이터 자체’가 거래되는 시장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다만, 모든 기업을 빅데이터라는 동일 시장 내로 묶어서 그
현황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업종과 상관없이 방대한 분야 및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 ․ 활용하고 있는 기업(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시장의 생태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채널(웹, 모바일, 방송 등),
데이터의 수집 ․ 활용 목적,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
하여 기업 간 경쟁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실태 파악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
합하도록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활동을 추적하여 얻
을 수 있는 데이터(정형/반정형/비정형)를 수집 ․ 거래 ․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내 의사 결정 및 수익창출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
는 국내기업’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2)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 및 설문의 구성
온라인 설문 조사는 그 기업들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담당자와 1차적으로 전화 또
는 이메일을 통해 먼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하여 설문 조사 항목이 담긴 링크 또는 설문지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응답한 기업의 수는 201개이다. 여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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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결제 대행사를 포함한 핀테크 기업, 미디어 광고 회사, 인터넷 전자상거
래 회사가 망라되었으며, 기업 규모 및 주요 업무 분야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상
황과 관련된 법 ․ 제도적 규제를 다르게 느끼는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기업의 규모와 주요 업무 분야를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조사업체에 대한 온라인 설문 문항 작성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외국의 보고서들
을 참고하여,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경쟁
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행위별로 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와 빈도,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서술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관련 내용과 빅데이터 거래/활용 내용 문항의 두 가지로 설문내용을 구분하
였다. 먼저 빅데이터 수집의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의 시장지배적 사업
자의 지배력 남용행위(사업 활동 및 신규진입 방해, 배타 조건부 거래)나 개인정
보 보호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거래/활용의 경
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거래 거절, 차별 취급)나 동법 제23조의 불공정거
래행위(거래강제,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법 제19조의 부당
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설문을 하였다. 설문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각각의 불공정
경쟁 사례 및 이와 관련된 법 ․ 제도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례를 최대한 쉽
게 이해한 후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만약 했다면 얼마나 자주 했는지 물어봄으로써 설문 조사의 구체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실태에 대한 체감도를
묻고, 그렇게 답한 이유 및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1) 응답 기업 특성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201개 기업의 기업 유형, 주요 업종 및 주요 업무 분야
는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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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 기업 특성표

기업 유형

주요
업종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기업 수

전 체

비율(%)

201

100

벤처기업/INNO-BIZ 기업

55

27.4

중소기업

140

69.7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6

3.0

인터넷 포털

13

6.5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

39

19.4

앱 개발

33

16.4

전자상거래

10

5.0

Content Provider(CP)

3

1.5

데이터 분석

28

13.9

광고 Agency
DSP(Demand-Side Platform)
/DMP(Data Management Platform)
SSP(Supply-Side Platform)

18

9.0

6

3.0

4

2.0

애드 네트워크(Ad Network)

7

3.5

기타

92

45.8

유통

20

10.0

광고/마케팅

32

15.9

게임

1

0.5

음악/비디오

1

0.5

금융

22

10.9

인터넷 언론/미디어

7

3.5

소셜미디어(SNS)/메신저

9

4.5

정보 보안

37

18.4

제품 서비스 리뷰

10

5.0

기타

97

48.3

(2) 빅데이터 수집 관련 경쟁도 체감
설문 조사에 응답한 201개 기업 중에서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빅데이터 수
집 활동 방해로 등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9%에 해당하는 18개였으며, (2) 빅데이터를 수집 ․ 분석 ․ 관리할 때 올바르지 못한
규제로 인해 다른 사업자와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기
업 수는 16개(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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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빅데이터 수집 관련 불공정경쟁 경험의 조사 결과

구 분

전체
기업 수

불공정경쟁 경험
있음

없음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빅데이터 수집 활동 방해

201

18

9.0

183

91.0

적절하지 않은 규제로
인한 상대적 차별

201

16

8.0

185

92.0

(3) 빅데이터 거래/활용 관련
빅데이터의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하여 5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01개 기업 중에서 (1) 데이터를 구입/판매할 때 부당한 거래 거절 또는 차별 취
급을 당해 다른 사업자와 불공정하게 경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10개(5%), (2)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11개(5%)였다. 다음으로
(3) 끼워 팔기 등 거래 강제와 관련되어서는 11개(6%), (4) 거래상대방의 배타 조
건부 거래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경험한 기업의 수는 9개(5%)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5) 거래상대방의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행위를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10개(5%)였다.
<표 3> 빅데이터 거래/활용 관련 불공정경쟁 경험의 조사 결과

구 분

전체
기업 수

불공정경쟁 경험
있음

없음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201

10

5.0

191

95.0

거래상 지위 남용

201

11

5.5

190

94.5

끼워 팔기 등 거래 강제

201

11

5.5

190

94.5

배타 조건부 거래

201

9

4.5

192

95.5

거래상대방의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201

10

5.0

191

95.0

부당한 거래 거절 및
차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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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수집/거래 시 법 ․ 제도적 문제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를 거래할 때 법 ․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총 28개(13.9%)였
다. 이러한 기업들은 지나치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규제, 방송통신위원
회의 과도한 규제, 이중 규제 및 중복 규제로 인한 불편함 등과 함께 빅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할 때 필요한 법 ․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상당히 불명확
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표 4> 빅데이터 수집/거래시 법 ․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
구 분

법 ․ 제도적 문제

있음
보통
없음
전체
기업 수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201

28

13.9

115

57.2

58

28.9

(5) 경쟁 제한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의 적절성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다가 불공정한 경쟁상황이 발생
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총 52개(25.9%),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총 15개(7.5%)였
다. 이러한 기업들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한 규제를 적절히 할 것, 징벌적
손해배상 등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완할 것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강화할 것 등의 의
견을 제시하였다.
<표 5> 경쟁 제한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문제 해결 수단의 적절성
구 분

문제 해결
수단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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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전체
기업 수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201

15

7.5

134

66.7

52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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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공정경쟁 실태에 대한 체감도 평가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
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라
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138개(68.7%)였고,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수(49개)
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수(14개)보다 많았다. 기업 간 경쟁이 전
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주로 빅데이터 수집/보유 기업의 시
장지배력 및 경쟁 제한행위, 빅데이터 수집 ․ 이용 단계에서의 진입장벽, 빅데이터
수집 ․ 관리 ․ 활용의 수직계열화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표 6>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사이의 전반적인 경쟁상황 체감도
구 분

전반적인 경쟁상황
체감도

공정하지 않음
보통
공정함
전체
기업 수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201

14

7.0

138

68.7

49

24.4

2. 면접을 통한 심층 조사
1) 면접조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기업 간 공정한 경
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경쟁 사례들을 종합하여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가지 불공정경쟁 사례에 대해서도 약 10% 내외의 기업들만 이
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만으로는 국내 빅데이터 시장
은 시장 상황이 매우 바람직하고, 아직 해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들이 많지 않은 공정한
시장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연구진은 오히려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 사례
의 설문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국내 빅데이터 시장 자체가
미성숙한 데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해보고자 온라인 설문
조사에 응한 기업 중 몇 개를 선정하여 2차 심층 면접을 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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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의 선정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에 응한 기업 중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는 따로 묻지 않고 <표
1>에서 구분한 다양한 유형 및 업종의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6개 선정하
였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빅데이터 실무 담당자 중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
무 담당 기간, 직급 등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
져 있다고 판단되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2차 조사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2차 조사를 통하여 앞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의 신뢰성
을 높이고 빅데이터의 시장 상황의 성숙 여부와 사업자 간 경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하여 시장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6개 기업의 기업 유형 및 업무
담당자의 빅데이터 관련 주요 업무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조사 대상 기업의 기업 유형/업종 및 주요 업무
대상 기업

기업 유형/업종

빅데이터 관련 담당 업무

A사

대기업/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

빅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사업
전략 수립

B사

중소기업/SSP, Ad Network

빅데이터 관련 사업 모델 및 로드맵
수립

C사

스타트업/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
광고에이전시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위탁
업무

D사

대기업/DSP, DMP

고객 빅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E사

스타트업/앱 개발, 전자상거래

고객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F사

사업자 단체

국내 IT 기업 관련 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

사업자의 일반적인 현황, 담당업무 및 빅데이터 수집 ․ 관리 ․ 활용 현황, 국내 빅
데이터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빅데이터의 수집 ․ 관리 ․ 활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겪은 경쟁 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
명, 업무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인터뷰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을 디자인한 연구자가 질문을 주도하면서, 업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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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이 대답, 토론하고, 자연스럽게 공동연구자들이 궁금한 점을 추가 질문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3) 면접 조사 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한 2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전
문가들은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 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는 국내에 아직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한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경쟁실태를 논할
만한 환경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간 빅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
는 빅데이터의 수집 ․ 분석 ․ 관리 ․ 거래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
가 있고, 이를 업계에서 공유하여야 할 것인데, 설령 어떤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고객들의 활동을 추적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업무에 활용하여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내더라도,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해당 기업의 경쟁 우위가 사
라질 수도 있으므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사례를 영업상 노하우로 판단하여 굳이
외부로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 간 빅데이터 거래도 활성화
되지 않고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및 전문 인력 고용에서도 기업 투자가 선뜻 이
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를 사업모델로 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과 스타트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수집 ․ 관리 ․ 활용과 관련된 법 ․ 제도가 아직 빅데이터 거래를 활성
화할 만큼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현재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 등 각종 법률과 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무팀 또는 컴플라이언스팀 등 사내 조직의 법률적 검
토를 거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운 여건이
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실무자 선에서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률
상 문제없는 비식별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여러 정보를 합쳐 고객을 식별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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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단 0.1%라도 있는 데이터는 법률에서 활용이 금지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취급받기 때문에 활용에 애로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현행 규정상 식별 정
보와 비식별 정보의 구별도 모호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비식별 정보의 대량 집적화에 따른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어디
까지인지도 불분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빅데이터의 수집 ․ 관리 ․ 활용
을 위한 법과 제도가 치밀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이를 위반할 때 강한 책임을 물리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게다가 아직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축소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높여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가공하여 업무에 활용하거나
빅데이터 자체를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도 성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실에서 아직은
빅데이터의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Ⅴ. 결론: 시장현황 분석과 경쟁 정책적 시사점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시장의 현황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 분
석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경쟁 제한적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
부,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가지 경쟁법적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하
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법률 및 규제를 적절하게 정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및 의사 결정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소비자 보호의 일환이
라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Hoofnagle, 2016).
연구진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
한 규제와 데이터 산업 자체에 대한 불명확한 법 집행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아직 경쟁상황을 논할 만큼의 시장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와 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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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들의 후생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련 국내 시장을
선행적으로 활성화하여, 외국 사업자에게 시장을 선점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불분명한 점 없이 구체화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위험을 줄여주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
고도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기술 개발 및 기술 적용에도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정부의 개입 대신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방식과 같이 새로운 규제방식을 디자
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Hoffmann-Riem, 2018).
만일 국내 시장의 빅데이터 관련 법 ․ 제도적 규제가 조속히 정비되지 않을 경
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고객 확보 및 수익 창출 성과를 내는 반면 이들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
는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서 열위의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
보보호법제 하에서는 이용자(고객)의 동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에 유리할 것이며, 특히 법적 통제가 강화될수록 이
용자의 수에 따른 데이터 격차가 커져 기업 간 시장에서의 지위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
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들은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과 편익을 증진해
주는 방향으로 이용되게 하는 한편, 빅데이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에 관해서는 경쟁 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
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빅데이터 시장을 명확하게 획정
하지 못한 상황에서 탐색적으로 경쟁정책과 관련된 쟁점 중심으로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연구 결과를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체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장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
을 한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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