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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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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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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국가별 데이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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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데이터 산업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뉴스 정보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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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에 대한 추가 문의 및 제안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데이터산업본부 산업기획팀
○ 기획 및 편집: 하진희 팀장, 김영국 주임, 안선빈 주임
○ 전화번호: 02-3708-5364,5365
○ 이 메 일: dataissue@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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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정책 이슈 TOP5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 및 전략 동시 수립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발표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Data Governance Regulation)을 보완하고, 데이터 공유 활성화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데이터법(Data Act)(초안)’을 발표함. 또한 유럽연합 내 게이트키퍼의 불공정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잇는 ‘디지털시장법(The Digital Markets Act)’ 도입에 합의하며 데이터 활용 및 규제를 동시에
포함한 법을 수립하고 있음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내 개별 국가들은 데이터 규제를 포함한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및 보안을 위한
전략도 지속적으로 발표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교육, 관광, 문화 분야에
서 문화 유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문화 유산에 대한 유럽 공공 데이터 공간 권장사항(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common European data space for cultural heritage)’을 발표함. 네덜란드 정부는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사용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데이터 전략(Intergovernmental Data Strategy)’을 발표했으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Data
Protection Commission)는 데이터 보호 규정,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
원회 규제전략 2022-2027(Straitéis Rialála an DPC 2022-2027)’을 발표함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정책 이슈 TOP5
· 분석 뉴스 대상 :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뉴스 4,520건 · 분석기간 : 2021.1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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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데이터법(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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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도입 합의

3위

유럽연합, 문화 유산에 대한 유럽 공공 데이터 공간 권장사항 발표

4위

네덜란드, 정부 간 데이터 전략 발표

5위

아일랜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규제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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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유럽연합, 데이터법(초안) 발표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데이터법(Data Act)(초안)’을 발표했음.
데이터법은 2020년 2월에 통과된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발표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Data Governance Regulation)을 보완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발표됨. 데이터법에 관한 협의는 2021년 6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데이터 공유의 공정성, 소비자 및 기업의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음. 협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됨
데이터법은 소비자 및 기업의 데이터 접근을 촉진하고, 예외적 상황에서 정부의 데이터 사용, 클라우드 서
비스 공급업체의 불법 데이터 전송 방지, 유럽연합 국가 간 데이터 상호 운용성 촉진,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
터 수신자 간의 스마트 계약 표준 설정 등을 목표로 함

데이터법(초안) 주요 내용
장

구분

1

일반 조항

2

B2C·B2B
데이터 공유

3

데이터 제공 의무

4

5

기업 간 데이터
접근 및 사용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공공 부문 기관 및
노동조합, 기관의
예외적 데이터 이용

6

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 전환

7

비개인 데이터 보호

8

상호운용성

9

실행 및 집행

10

1996/9/EC
지침에 따른 독자적
권리

11

마지막 조항

주요 내용

• 데이터법 전체 문서에서 다룰 법안의 주제와 범위, 단어 정의
•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의무 및
사용자 권한 정의
• 제 3자 데이터 공유 시 권한 및 의무
• 데이터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규정
• 데이터 소유자의 의무범위 규정
•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수신자 간 분쟁해결 방법
• 데이터 제공 조건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 금지
(불공정 조항 목록 포함)
•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 부문 단체와 유럽연합 기관, 정부 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용
(비상 사태, 자연재해 등)
• 클라우드, 에지 및 기타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계약적, 상업적 및 기술적 특성에 대한 최소 규제 요건을 도입해
서비스 간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유럽연합 시장 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가 보유한
비개인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방어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
• 데이터 공간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운용성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필수 요건 및 스마트 계약에 대한 필수
요건을 규정
•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데이터법 이행 및 집행 프레임워크를 규정
• 1996/9/EC(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지침에 따른
독자적 권리가 보호되도록 함
• 위원회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전환
요금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상호운용성에 관한
필수 요건을 추가로 명시
• 상호 운용성에 대한 규격 및 유럽 연합 표준의 참조를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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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도입 합의
2022년 3월 24일, 유럽연합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시장법(The Digital Markets
Act)’ 도입에 합의함. 합의 이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디지털시장법을 최초로 제안했으며,
2021년 12월에 유럽 의회에서 승인되었음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구글(Google) 및 애플(Apple)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디지털 시장법이 규제 대상 기업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기 때문에 혁신과 효율성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함. 또한 게이트키퍼라는 규제 대상의 범위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지나친 규제로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디지털 시장법 주요 내용
장

구분

1

목적, 범위
및 정의

주요 내용
•
•

디지털 시장법의 주제, 목적 및 범위를 포함한 일반 조항을 규정하고,
국내법과 관련한 조정 목표 설정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

•
2

게이트키퍼

3

게이트키퍼
불공정 관행

4

시장 조사

게이트키퍼 : 역내 연 매출 65억 유로, 이용자 4,500만 명, 역내 3개국
이상 서비스 제공중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 게이트키퍼의 재지정이 필요한 상황과 지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의무 규정
• 경쟁성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일삼는 게이트키퍼를 제재하기
위한 의무 규정 확립
- 게이트키퍼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실행 의무 규정
- 게이트키퍼와 위원회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립
- ‘EU 합병 규정(The EU Merger Regulation)’내에서 합병 여부 통지
-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할 소비자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예외적인 상황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무 중단 및 공익적
이유로 의무면제 조건 규정 포함)
• 시장조사 개시를 위한 절차적 요건과 다양한 유형의 시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규정
- 게이트키퍼 지정, 규정 미준수 조사, 새로운 핵심 플랫폼 서비스 및
새로운 경영 방식에 대한 규정(24개월 이내에 공시 포함)
•

5

6

조사, 집행
및 감시
권한

일반 조항

디지털 시장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시장 조사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적 요건 규정
- 기업에게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조사를 위한 인터뷰 및 진술, 현장 감사 요건 규정
• 게이트키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의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디지털시장자문위원회(The Dig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자문 제공
•
•

디지털 시장법에 의해 내려진 결정 사안을 공표할 의무
유럽연합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벌금 및 벌금 지불에 대해 무제한적인 관할권(벌금 취소 또는
인상)을 보유하며 이에 대한 이행 및 위임에 대한 조항 포함
출처: 유럽연합법률 포털(Eur-lex.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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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유럽연합, 문화 유산에 대한 유럽 공공 데이터 공간 권장사항 발표
2021년 11월 10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교육, 관광, 문화
분야에서 문화 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 유산에 대한 유럽 공공 데이터 공간 권장사항(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common European data space for cultural heritage)’을 발표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비극적인
화재로 인해 디지털화를 통한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도시
봉쇄는 사실상 접근이 가능한 문화 유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라고 배경을 설명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문화 유산에 대한 유럽 공공 데이터 공간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유럽 디지털
문화 플랫폼인 유로피아나(Europeana)를 통해 문화 유산을 위한 공통 데이터 공간을 구축할 예정임.
또한 유럽 전역의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자료실 등이 역사유적지 3D 모형, 고품질의 그림 스캔 등
디지털화된 문화유산 이미지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 외에도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세트(HVDS, High-value dataset)의 생성 및 통합을 지원하고 유로피아나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업체 및 애그리게이터(집계 인프라 및 서비스, 통계 대시보드, API 등)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문화 유산에 대한 유럽 공공 데이터 공간 권장사항 주요 내용
장

1

2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조항

• 권장사항의 목적은 문화유산을 위한 데이터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유산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것임
• 권장사항에서 다루는 문화유산은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시청각 자료,
박물관 보관 문서 등 유형 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및 지식, 표현,
기술과 같은 무형 문화 유산과 디지털 아트 및 애니메이션과 같이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자산도 포함함

고도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보존

• 국가전략은 3D,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기술 및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를 도모해 문화유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함
• 2030년까지 회원국은 위험에 처해있는 모든 문화유산을 3D로
디지털화해야 하며, 방문자 수가 많은 문화 유산 및 건물 등의 50%를
디지털화해야 함

3

공통 지침
원칙

• 문화 유산 기관은 상호 운용성을 위해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Europeana Data Model), 유로피아나 퍼블리싱
프레임워크(Europeana Publishing Framework)와 같은 유럽연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체계에 따라야 함
• 회원국은 문화 유산 기관에서 유로피아나를 통해 디지털화 자산을
등록하여 데이터 공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함
• 회원국은 해당 권장사항을 통해 접근성과 상호 운용성 등이 높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 공유를 가속화할 수
있음
• 회원국은 유로피아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디지털화된 문화 유산의 저장, 관리,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럽 연합의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를 활용해야 함

4

후속 조치

• 회원국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해당 권장사항이 공표된 이후 24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회원국이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해 공지해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후속 조치를 정기적으로 공지해야 함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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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네덜란드, 정부 간 데이터 전략 발표
2021년 10월 31일, 네덜란드 정부는 정부가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사용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데이터 전략(Intergovernmental Data Strategy)’을 발표함.
네덜란드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화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선두주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행정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남.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향후 정부간 데이터 전략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자 해당 전략을 수립함
네덜란드 정부는 정부 간 데이터 전략을 통해 책임 있는 데이터 사용, 시스템 기능, 데이터 가치 부여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먼저 네덜란드 정부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정비해 규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봄. 또한 중앙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간 데이터 툴을 일원화하여 데이터 기반 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데이터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인재를 유치하고 정부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정부간 데이터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관점(7장) 주요 내용
번호

전략

내용

•

1

책임 있는
데이터 사용

•
•

•

2

시스템 구축
및 일원화

•
•

•
•

3

데이터 가치
부여

•
•
•

규제 테스트 환경 설정: 명확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데이터
보호 규정에 근거한 데이터 이니셔티브 설정
명확한 원칙 공개: 정부는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사용되는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해야하며,
명확한 기본 원칙이 필요함
데이터 책임 투자: 데이터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스템 기능을
개발할 역량이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함

연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다양한 데이터의 저장 및 접근이 용이한
중앙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필요
데이터 툴 일원화: 정부의 데이터 전문가에게 인증된 보안 인프라와
데이터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툴 박스를 제공해 정부
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정부간 데이터 조직에 책임 할당: 정부 간 데이터 조직이 시스템
기능의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이니셔티브의
참가자로서 솔루션을 제공
가치 추구: 사용 사례를 기반으로 도메인의 가치 부여
시스템 기능 보충: 중앙 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용 사례를 활용해
시스템 기능을 보충하도록 장려
데이터 리더십 개발: 인재를 유치하고 데이터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및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데이터 인재 결속: 보조금, 교육 예산, 파트너십 및 부서 간 이동을
통해 젊은 데이터 인재 유치
보상 지급: 정부에서 데이터 학습 활동에 대해 보상을 지급함으로서
데이터 인재 유치
출처: 네덜란드 정부(rijksoverhei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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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아일랜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규제전략 발표
2021년 12월 22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Data Protection Commission)는 데이터 보호
와 규정, 데이터 활용 문화의 발전을 위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규제전략 2022-2027(Straitéis
Rialála an DPC 2022-2027)’를 발표함.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을 띤 유럽연합의 데이터
규제기관으로, 민간 및 공공 부문 조직을 규제함. 최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컴퓨터 서비스 기업

메타(Meta) 플랫폼에서 2018년 6월 7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12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
고, 해당 기업에서 적절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6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한 바 있음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관련 법 집행 과정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모호성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 전략이 향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봄. 이번 전략의 목표는 일관적·효과적 규제, 데이터 보호 인지도 제고, 아동 및 취약 계층
보호, 이해관계자 명확화, 조직 지원 및 규정 준수 강화 등 5가지이며, 주요 목적은 데이터 보호 법률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을 드높이고 아동 및 취약 계층의 데이터 권한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규제전략 주요 내용
번호

1

전략

일관적·효과적
규제

내용
•
•
•

•
2

데이터 보호
인지도 제고

•

•
3

아동 및 취약
계층 보호

•
•

•
4

이해관계자
명확화

5

조직 지원 및
규정 준수 강화

•

•
•

데이터 보호 법률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침 개선
데이터 보호 법률의 적용 방식, 법률 위반 적발 및 해결 방안 등을
다루는 사례집 매 분기마다 출간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국가 간 데이터 전송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데이터 보호 권한과 개인 데이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지도 제고
시민단체와 협의, 미디어 매체의 활용, 데이터 분야 기관과
정기적으로 소통을 통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 제고
아동과 교사, 학부모, 보호자에 맞춰 데이터 보호 권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용 자료 제공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도입하고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아동
및 취약계층의 데이터 보호 권한 보장 지원
다른 규제 기관과 협의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취약 계층 맞춤 지침
제공 및 음성 안내 방식 추가
벌금을 포함한 시정 권한을 이해관계자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 문화 개선
데이터 보호 위원회에 제기되는 불만 사항을 최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처리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해 미래까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도록 대비
중소기업을 위한 지침 개발 우선시, 기업 및 대표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정 준수 장려
출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ataprotecti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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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5

유럽연합 내 산업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유럽연합 내 데이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유럽 내 주요 IT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R&D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아토스(Atos)는 아토스 원클라우드 소버널 실드(Atos OneCloud
Sovernal Shield) 를 출시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기업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기업뿐만 아
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었음. 실제로 기업의 경영 진단을 돕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을 보유한 아크 캐피탈(ArK Kapital)은 1억 6,50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IT분야 이외에 물류나 자동차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증가되었음. 물류 산업에서는 데카르트 시스템 그룹
(Descartes System Group)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

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는 폭스바겐(Volkwagen)이 테라데이터(Teradata)
와 협력을 통해 데이터 스코어링이 가능한 지능형 솔루션을 도입함
이처럼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유럽 연합 내 데이터센터 시장규모도 매년 평균 5.5% 성장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
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 이슈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논의 중임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5
· 분석 뉴스 대상 :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뉴스 4,520건 · 분석기간 : 2021.10.~2022.3.

1위

유럽연합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신제품 출시 및 업데이트

2위

유럽연합 디지털 물류 시장 신제품 출시·기업 간 협력 활성화

3위

유럽연합 내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발

4위

유럽연합 자동차 업체, 공장 효율화·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5위

유럽연합 내 데이터센터 시장 6년간 5.5%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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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유럽연합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신제품 출시 및 업데이트
유럽연합 내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기업에서는 R&D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며
제품에 대한 성능 향상, 신제품 출시로 시장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실제로 독일의 에스에이피(SAP)는
미국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인 퀄트릭스(Qualtrix)와 제휴를 통해 컨커 익스피리언스
옵티마이저(Concur Experience Optimizer)를 출시함. 해당 소프트웨어는 내부 직원의 피드백을 수집, 분석 및
실행하고 경영 데이터에 기반해 인적 자원과 경비를 관리함. 또한 프랑스의 탈레스(Thales)는 사이퍼트러스트
인텔리전트 프로텍션(CipherTrust Intelligent Protection)을 발표했으며, 해당 솔루션은 자동으로 개인 민감
정보를 분류하고 암호화 및 강력한 접근 제어를 통해 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음
유럽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 출시 및 업데이트 현황
기업

제품명

주요기능 및 특징

•
•
지멘스
(Simens)

엑셀레이터
(Xcelerator)
•

•
아토스
(Atos)

에스에이피
(SAP)

탈레스
(Thales)

리플라이
(Reply)
다쏘시스템
(Dassault
Systèmes)
소프라
스테리아
(Sopra
Steria)

아토스 원클라우드
소버널 실드
(Atos OneCloud
Sovernal Shield)
컨커 익스피리언스
옵티마이저
(Concur Experience
Optimizer)
리스폰서블
디자인 프로덕션
(Responsible Design
and Production)
사이퍼트러스트
인텔리전트 프로텍션
(CipherTrust
Intelligent
Protection)
비주미
(Vjumi)
3D익스피리언스
(3Dexperience)
솔리드 클라우드 2.0
(Solid Cloud 2.0)

•

엑셀레이터 NX CAD/CAM/CAE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출시 통해 생산과정에서의 자동화 및 업무 최적화 지원
NX의 마인드스피어는 현장 데이터를 저장하고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함
NX의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러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설계 공간 탐색과 생성 엔지니어링을 결합하여 설계자의
설계 최적화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제어 수준을
향상시켜 보안 기능 강화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리,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운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퀄트릭스(Qualtrics)와 제휴를 통해 내부 직원 피드백을
수집, 분석 및 실행하고 경영 데이터에 기반해 인적 자원
및 경비를 관리함

•

기업에서 환경 규제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기능을 향상시킨 솔루션

•

개인 민감 정보를 검색, 보호 및 제어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중요성이 높은 개인 정보를 분류해 암호화 및 강력한
접근 제어를 통해 보호
정비소, 고객, 차량 간 디지털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차량 파손 및
정비 불량 문제를 예방해주는 솔루션
에코인벤트(Ecoinvent)의 환경 영향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기업의 제품 제조 과정의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솔루션

•
•

•

•

데이터 처리를 각 회사의 별도 클라우드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차세대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료: 관련 뉴스를 취합하여 재구성(기준일: 2021년 10월~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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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유럽연합 디지털 물류 시장 신제품 출시·기업간 협력 활성화
데이터 활용 기술에 기반한 물류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유럽연합 내 디지털 물류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물류의 토대가 되는 수송관리시스템(TM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시장 또한 2020년 기준 6억 3,418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1.7% 성장해 2026년 기준 12억 2,924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카네(Akanea)는 도로 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TMS 디지털 에디션(TMS Digital Edition) 소프트웨어를 확장하여
고객사의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애드시큐어(AddSecure)는 클라우드 Saa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로직 TMS(Logic TMS) 솔루션을 출시함. 해당
솔루션은 전자 데이터 교환(EDI)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수신하고 디지털 운송 서류 및 데이터를 협력사와
공유하며, 모든 운송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음
유럽연합 내 물류 솔루션 관련 이슈
기업

주요 이슈
•

플러스
(Plus)

애드시큐어
(AddSecure)

아카네
(Akanea)

데카르트
시스템 그룹
(Descartes
System
Group)
대쉬닥
(Dashdoc)

운송 솔루션 기업 맨해튼 어소시에트(Manhattan Associates)의 물류 솔루션
도입
- 클라우드 기반 물류 운송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송 및 물류센터 분석데이터를
사용해 효율적인 재고 관리 및 배송이 가능함
• 클라우드 Saa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로직 TMS(Logic TMS) 솔루션 출시
- 운송 주문 관리부터 경로 계획, 경로 최적화, 운전자 통신 및 분석을 포함해
송장 및 지불 추적까지 모든 운송 프로세스를 관리
- 전자 데이터 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통해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ERP 플랫폼 등에 공유 가능하며, 디지털 운송 서류 및 데이터를
협력사와 공유함
• 육상(도로) 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TMS 디지털
에디션(TMS Digital Edition)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그레이드
- 매핑 도구인 엑스웨이(XWay), 그래픽 디스플레이인 엑스플랜(Xplan)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해 운영 관리 최적화
- 솔루션 내 지도에 표시된 정보를 통해 운송 주문을 운전자에게 할당하고 예상
시간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데카르트 인공지능 어드바이저(Descartes AI Advisor) 솔루션 강화
-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 배송 경로를 생성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추가함

•

프랑스 경로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카디날(Kardinal)과 제휴
- 운송 과정의 계획부터 송장 발행까지 모든 운송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TMS
소프트웨어 제공

•
에덱스
(Adex)

트랜스포레온
(Transporeon)

도이치 포스트(Deutsche Post)와 제휴를 통해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데이터 연결
- 데이터 관리 플랫폼에 저장된 온라인 사용자 데이터를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화된 데이터로 변환하고 오프라인 광고에서 활용
• 트럭의 배송 및 수거 당일 변경 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일정 조정 애플리케이션인 실시간 야드 관리(RTYM, Real Time Yard
Management) 시스템 업그레이드
- 자동 시스템을 통해 하역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자는 최신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계획 수립 가능
자료: 관련 뉴스를 취합하여 재구성(기준일: 2021년 10월~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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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유럽연합 내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발
벤처 캐피털 회사인 아토미코(Atomico)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스타트업은 2021년에만 1,2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 중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스타트업에
투자도 두드러지게 확인됨. 실제로 기업의 경영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보유한 아크 캐피탈(ArK
Kapital)은 1억 6,500만 유로의 투자를 받았으며, 비슷한 분야의 실버(Silvr)는 1억 3,000만 유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 사업을 진행하는 비아노바(Vianova)도 3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함
최근 6개월 간 투자 받은 유럽연합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스타트업
기업

투자처

투자 유치 금액

특이사항

아크 캐피탈
(ArK Kapital)

로컬 글로브
(Local Globe)
외 다수 투자자

1억 6,500만 유로

딜룸
(Dealroom)

베링기아
(Beringea)

600만 유로

클라르
(Klar)

체리 벤처스
(Cherry
Ventures)

230만 유로

실버
(Silvr)

상제(Xange)
외 9개사

1억 3,000만 유로

와이제트알
(YZR)

나우타 캐피털
(Nauta Capital)
외 51개사

1,200만 달러

타임시어
(Timeseer)

크레인
벤처파트너스
(Crane
Venture
Partners)
외 4개사

야크
(Yaak)

마키 벤처캐피털
(Maki.vc)
외 2개사

730만 유로

비아노바
(Vianova)

포누크
(Ponooc)

300만 달러

와이데이터
(YData)

플라잉 피쉬
파트너스
(Flying Fish
Partners)
외 3개사

230만 유로

•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아이엠(AIM)을
이용해 기업의 비즈니스 상태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 BI(Business
Intelligence) 제공

•

투자자, 기업가 및 정부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타트업 분석 정보 제공

•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
고객의 구매 패턴 및 마케팅 효율성을
분석하고 인사이트 제공

•

디지털 기업(CMS, PSP, 광고 등 분야)
과거 기업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실버
애널리틱스(Silvr Analytics) 플랫폼 보유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동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단순화

•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시계열 데이터
관찰 메커니즘(Times-Series Data
Observation Mechanism)을 통해
불량 데이터를 제거하고 데이터풀의
신뢰도 향상

•

도로에서 운전자를 교육하고 가상
현실을 통해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독자 플랫폼
세이프티OS(SafetyOS) 보유

•

유럽 전역의 40개 도시와 50개
모빌리티 운영사 간에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사업 모델

•

인공지능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이터 프레임워크 보유

600만 달러

자료: 관련 뉴스를 취합하여 재구성(기준일: 2021년 10월~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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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유럽연합 자동차 업체, 공장 효율화·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유럽연합 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공장 효율화·자율주행 등에 데이터를 활용 중이거나 활용할 계획을 세움.
폭스바겐(Volkswagen)은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및 데이터 분석 업체 테라데이터(Teradata)와
협업을 통해 산업 데이터 분석 처리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진행하고자 함. 또한, BMW는 엔비디아(Nvidia)의

3D 툴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통합 및 중앙 집중식 플랫폼으로 표준화를 진행함. 또
BMW는 HPE 그린레이크(HPE GreenLake)와 협업을 통해 엣지투클라우드(Edge-to-Cloud) 플랫폼을 도입하고
BMW 내 모든 엔지니어가 지역과 관계없이 전기차 테스트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르노(Renault)는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3D Experince platform)을 자사 클라우드와 연계해 제품
설계,엔지니어링,산업프로세스엔지니어링,부품·자재구매등에활용함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데이터 활용 또는 활용 예정 현황
자동차 제조업체

관련 내용
•

폭스바겐
(Volkswagen)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및 데이터 분석 업체인
테라데이터(Teradata)와 협업을 통해 지능형 솔루션 도입
- 제조 데이터 분석 처리 및 데이터 스코어링 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 모델을 활용해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세스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류
• 자회사 카리아드(Cariad)와 보쉬(Bosch)가 자율주행 운영체제, 무선
으로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 위해 협력 논의
•

르노
(Renault)

아우디
(Audi)

•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3D Experince platform)을
자사 클라우드에 연계해 제품 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부품·자재 구매 등에 활용
- 제품 재사용 전반에 걸쳐 관련 데이터 모두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
자체 솔루션인 케이포와(K-PoWa)를 활용해 차체 구조의 이상을
감지하며, 자동화된 통계 프로세스 모니터링 수행

•
비엠더블유
(BMW)

포르쉐
(Porsche)

볼보
(Volvo)

엔비디아(Nvidia)의 3D 툴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활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중앙 집중식 플랫폼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여 31개
BMW 공장에서 분석, AI 및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확장 및 지원
• HPE 그린레이크(HPE GreenLake)의 엣지투클라우드(Edge-toCloud) 플랫폼을 이용해 BMW 그룹의 모든 엔지니어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기차 테스트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음
• 주행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인 포르쉐 엔지니어링 강화 학습(PERI,
Porsche Engineering Reinforcement Learning)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함
- 인공지능을 활용해 모빌리티 분야와 내연 기관을 포함한
파워트레인(동력 시스템) 개발
•

스톡홀름에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 연구 기술 허브 설립 목표

자료: 관련 뉴스를 취합하여 재구성(기준일: 2021년 10월~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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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유럽연합 내 데이터센터 시장 6년간 5.5% 성장 예상
2022년 2월 아리즈톤(Arizton)에서 발표한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6년간 평균 5.5% 성장하여 2021년 기준 475억 5,000만 달러에서 2027년 기준 656억 6,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유럽연합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음. 프랑스의 통신 업체인
오렌지(Orange)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통신사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고객을 위한 호스팅 서비스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약 1,580㎡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음. 또한 에퀴닉스(Equinix)는 독일 뮌헨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25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에도 과제가 존재함.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임.
유럽에서 시장, 지리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전력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 특히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아일랜드 공공사업규제위원회(Ireland’s Commission for Regulation of Utilities)가
데이터센터의 위치, 전력 사용 탄력성, 전력 생산 가능치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시장의 대책이 필요해짐.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데이터센터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유럽연합 내 데이터센터 및 현황 및 구축 계획
기업명
밴티지 데이터 센터
(Vantage Data
Center)

현황 및 구축 계획
•
•
•

오렌지
(Orange)

앰플리튜드
(Amplitude)
네이션 데이터센터
(Nation Data
Center)
에퀴닉스
(Equinix)

•

이리데오스
(Irideos)

폴란드 바르샤바에 통신사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고객을 위한 호스팅
서비스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약 1,580㎡ 규모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스페인 산탄데르에 400만 유로를 투자해 1,236㎡ 규모의 데이터센
터를 구축했으며, 2023년 말까지 살라망카, 오렌세 등 지역에 5곳의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활
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 구축 예정

•

프랑스 노얄수르빌레인에 3,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3,0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2023년 하반기까지 구축 목표

•

독일 뮌헨에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해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250㎡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예정
필요한 전력의 100%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며,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설치할 예정임

•
•

메인큐브스
(Maincubes)

독일 오펜바흐에 위치한 5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단지에 클라우드
고객의 수요에 맞춰 구축하겠다고 발표
해당 데이터센터는 1만 3,000㎡ 넓이와 16MW 용량의 규모로
2024년 상반기에 구축 완료될 예정

•
•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7,000㎡ 넓이와 20MW 규모의 용량을 지닌
데이터센터를 2023년 중반까지 구축할 예정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 데이터센터를 더 구축할 계획 발표
데이터센터 옥상에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열로 필요 전력을
대체할 예정임
이탈리아 지방 정부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밀라노에 위치한
아발론 캠퍼스에 3,5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2022년 7월에 구축 예정
자료: 관련 뉴스를 취합하여 재구성(기준일: 2021년 10월~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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