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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배경)
○

제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중요성 증가
- 현재 주요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

○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우 데이터 창출 및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진함
- 데이터 구축･활용(유통)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폐쇄적인 유통체계로 인해 산업 및
사회적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개인정보 규제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 위축 및 기업 수요에 대응한 인력부족이 원인으로
보임

표 1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
국가
유럽연합

주요 정책
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미국

투명한 데이터 거래를 위해 데이터법(Data Act) 제정･발표

일본

오픈 데이터 활용 장려 및 데이터 전송 관련 기업 간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데이터 창출 및 활용 증가를 위하여 데이터 소유권(접근권)에 관한 이슈 및 안전
한 데이터 거래제도 마련에 관한 데이터 활용 이슈 검토
- 데이터 창출 장려 관점에서의 ‘데이터 소유권(지재권법적 검토 등)’과 데이터 활용 관점에
서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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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데이터의 의의와 중요성
데이터의 의의
○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①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 ② 관
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자료, ③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
림 따위의 형태로 된 자료를 의미함

○

데이터는 정보가 아니라 자료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자료(data)를 가공해 얻는 것이 정
보(information)이며, 의미가 부여된 표현을 말함
- 데이터의 유형으로는 ① 수치 데이터(정수형, 실수형), ② 비수치 데이터(문자형, 논리형,
포인터형 등), ③ 추상화된 데이터 등이 있음
- 그러나 한 개인의 수준에서는 ‘자료 =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자료 = 개인
정보’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음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분류
○

데이터는 무체물로서 민법상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 물권 및 담보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에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관한 권리 유무를 정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
칙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계약을 통해 도모됨

○

데이터는 ① 구조화된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② 개인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 비개인 데
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AI의 개발･이용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
○

제도적 관점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① 학습용 데이터 세트 작성 단계, ② 학습완료 모델
생성 단계, ③ 학습완료 모델 이용 단계로 나누어 살펴봄

○

학습용 데이터 세트(dataset)는 로 데이터(raw data)의 수집･선별･가공에 의해 작성됨
- 학습용 데이터 세트와 로 데이터가 귀속 대상과 데이터 제공자가 가질 권리가 문제되며,
AI 개발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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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오차를 줄이도록
각 뉴럴 네트워크 간 가중치 파라미터(parameter)를 조정함
- 이러한 조정을 반복하여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함
- 학습완료 모델의 프로그램 부분은 통상 저작권이 발생하나 파라미터에 대한 저작권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권리 주체 선정 및 보호 여부도 문제됨

○

학습완료 모델의 AI는 새로운 데이터 학습을 통해 보다 높은 정밀도의 값을 나타내도록 학습
완료 파라미터 조정 및 진화가 가능함
- 학습완료 모델의 진화는 프로그램 변경이 아닌 학습완료 파라미터의 변화로 가능하므로,
프로그램 자체는 바꿀 필요가 없음
- 진화 전 학습완료 모델 권리자 및 데이터 제공자가 진화 후 학습완료 모델(파생 모델)에 대
하여 가질 권리와 ‘증류’에 의해 개발된 AI에 대하여 학습완료 모델 권리자의 해당 모델의
작성･이용 금지 가능 여부가 문제됨

소결
○

AI 개발에 있어 데이터 소유 및 액세스가 매우 중요함
- 일부 공개/비공개된 데이터의 사용은 특정 데이터의 사용 여부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사용의 특정 목적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동의하였는가와 관련된 우
려가 있음

○

한편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한 일부 규정들이 이미 개발되고 데이터 법적 성격과 규제, 데이
터 세트 및 DB 소유권을 다루기 위한 IP 장비와 같은 특정 규제 프레임 워크 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함

제3장 데이터의 창출 촉진을 위한 이슈
서론
○

우리나라 현행법상 데이터 소유권의 기타 물권적인 권리를 관념할 수 없음

○

현재 산업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창출한 자에 대한 소유권 부여에 관해 논의 중이며, 이는
데이터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 구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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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데이터 소유에 대한 논의 동향
○

유럽연합은 데이터를 무형의 비경쟁적 물품으로 보아 재산법의 전통적인 정의에 의해 파악
될 수 없다고 봄
- 데이터의 물리적 저장 수단의 소유권에 대한 비개인적 데이터와 관련한 ‘소유권’에 대해서
는 법원에 의해 국가 재산법(national property law)이 적용됨

○

(관련 법 규정)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및 e프라이버시 지침(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the lex specialise Privacy Directive),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The Database Directive(Directive 96/9/EC)), 유럽 영업비밀 지침(Directive (EU)
2016/943) 및 기타 관련 지침(소비자 권리지침 등)

○

아직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데이터의 소유권(data ownership)’과 상업적 보유 데이터의
접근 문제에 대한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아 몇몇 회원국(프랑스, 독일 등)에서만 구체적
계획이나 정치적 논의가 개시됨

○

미국에서 개인의 데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보호법 하에 기본권으로서 보
호되고 있으며, 어떠한 유형으로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미국은 EU와 달리 특별법(sui generis)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않으며, 영업비밀 보
호는 형법과 민법 영역에서 연방법 하에 이용 가능함

○

일본은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소위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
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함
- 일본 입법자들은 데이터의 경우 그 성질상 복제가 용이하고, 일단 부정취득되면 한꺼번에
확산되어 투자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봄
- 이에 ‘한정제공 데이터’를 정의하고 관련 부정취득, 사용, 개시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 평
가와 적용예외 행위도 함께 규정함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하여 논의한 후, 2003년부터 이를 저작권
법 보호대상에 편입시킴
- 현행 저작권법은 소재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나 창작성이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일정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임
- 저작권법상 편집물 내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용 데이터나 실험결과 관련 데
이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될 경우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iv

요약문

- 그러나 데이터의 물리적 저장 수단의 소유권에 대한 비개인적 데이터와 관련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국가 재산법이 적용됨
데이터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

저작권법을 이용한 ‘데이터등록제’ 등으로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만을 따로 보호할 수 있으
나 산업재산권에 기반을 둔 방법이 아님

○

일본의 예시를 참고하여 특허법적, 부경법적 및 독자적, 기타 보호 방안을 통한 데이터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4장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이슈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거래제도 구축의 필요성
○

데이터 거래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기업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일본의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분석
○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AI･데이터 거래 실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신기술(AI, IoT)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제･개정됨

표 2 개정 일본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의 주요 논점
순번

○

내용

①

AI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 실무를 새롭게 추가함

②

계약의 다양한 옵션과 모델 계약의 예시를 제시함

③

구체적인 이용 사례를 다수 포함함(구 가이드라인 2개 → 신 가이드라인 10개)

④

해외 데이터 이전규칙 등 국제 거래에 대한 대응도를 기재함

⑤

신계약 가이드라인에 ‘AI 개발 계약’, ‘AI 이용 계약’을 추가함

⑥

‘데이터 공용형 계약’, ‘데이터 제공형 계약’을 확충함

일본 가이드라인 데이터편에서 데이터의 이용 촉진 목적과 그 과제 등을 서술하고,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① 데이터 제공형, ② 데이터 창출형, ③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을 검토
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법적 개념과 제도를 개략적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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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
○

일본의 AI･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살펴봄

그림 1 AI 학습 및 이용 단계의 흐름

그림 2 단계별 계약

○

데이터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 당사자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데이터 복제･유통 문제와 데이터 속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권리
침해와 같은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 계약(① 데이터 제공형, ② 데이터 창출형, ③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 각각의 배
후관계 분석 및 개별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검토사항의 옵션을 유형별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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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데이터 창출 및 활용 제도를 검토
함

○

현시점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소유권 인정은 어려워 보이나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
법 및 부경법상에서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해 보임

○

데이터는 AI 기술에 영향받으며 거래되므로 AI 거래의 각 구성요소별로 지식재산권을 비롯
한 다양한 계약적인 쟁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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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배경

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고 불릴 만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1) 데이터는 기존의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을 능가하는 경쟁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
황이다.2) 다시 말하면, ICT 기술의 패러다임이 데이터로 이동되고 있고, 데이터의 처리･분석･활
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3) 특히 데이터는 영
구적 자원으로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국은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
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1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
국가
유럽연합(EU)

주요 정책
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발표(Elements of the European data economy strategy, 2018)

미국

투명한 데이터 거래를 위해 데이터법(Data Act) 제정･발표

일본

오픈 데이터 활용 장려 및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기업 간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데이터 순환을 촉진
(Investment for the Future Strategy, ’17)

또한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데이터 창출･활용 기업으로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2 구글과 아마존의 대응
기업

데이터 이용현황

이윤 창출방법

Google

글로벌 검색 엔진 88.2%의 점유율 보유(Statista,
Net Market Share, 2017)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막대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윤 창출

Amazon

미국 이 커머스(E commerce) 시장의 49.1% 차지
(eMarketer, Techcrunch, 2018)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상품 추천을
통한 이윤 창출

1)

2017년 5월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은 데이터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6년 미국 MIT 대학은 신자본인 데이
터 생산･활용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속적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2)

데이터･SW를 포함한 무형자산에서 나온 S&P500 회사의 시장가치 비율은 84%이며, 미국 내 데이터 무형자산의 예상 가치는 8조 달러
규모(WSJ, ’15)이다.

3)

세계 데이터 양은 2016∼2025년 사이 10배 증가, 데이터시장은 2020년 237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IDC,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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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창출과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데이터 구축･활용(유통)
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폐쇄적인 유통체계로 인해 산업 및 사회적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
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 규제 등으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이 위축되고, 기업 수요에 대응한 인
력도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창출과 활용이 저조한 것에는 데이터 창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활용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데이터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소유권(내지는 접근권)에 관한 이슈와 안전한 데이터
거래제도 마련에 관한 데이터 활용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이슈’ 중 데이터
창출을 장려하는 관점에서의 ‘데이터 소유권(지재권법적 검토 등)’과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의 ‘데
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4)

4

2018년 한국의 데이터 활용률은 63개국 중 3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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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와 데이터의 관계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
의 직･간접적인 소재로 이용되어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데이터는 AI 관련 발명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I 시스템은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데, 데이
터는 AI 시스템의 최종 용도와 관련성이 높다. 즉 데이터는 AI 관련 발명의 핵심요소가 되며, AI
관련 발명에 적용되는 데이터는 공개, 비공개를 불문하고,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종류나 분야를 불
문하고 적용이 가능(의료진단 관련 AI 발명 등)하다. 또한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데이터는 영업비
밀이나 부정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
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없어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인정받아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된다.
그림 1-1 Deep Learning을 이용한 AI 관련 발명의 형태

* 출처: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영업비밀 보호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제27회>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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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의 창출과 활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고, 따라서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규제, 데이터 세트(dataset) 및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데이
터 창출 및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내외 제도 검토(데이터 권리 확보를 위한 국내외 법제도 검토
내지는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또는 ‘데이터권(data right)’의 인정여부,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약관 또는 계약법적 접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창출 관련 이슈 중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그리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특히 데이터 거래 계약(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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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의의

데이터(data)는 라틴어 단어 Datum의 복수형인 Data에서 유래했으며 라틴어에서 Datum의
뜻은 “present/gift, that which is given, debit”이다. 현재도 기본적으로는 복수형 취급을 하나
가끔 하나의 고유명사화가 되어서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1)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 (2)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자
료, (3)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자료”를 의미한다.
데이터가 정보가 아니라 자료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data)’를 가공해 얻는 것이 ‘정
보(information)’다. 따라서 데이터는 현실세계에서 측정이나 수집한 사실(fact) 또는 값을 말한
다.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 정리되고 기록된 자료인 정보와는 구분되어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의
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의 신장을 조사했다면 몇만 개의
자료점(data point)을 획득하였겠지만, 이를 통계 처리하여 도출한 정보(예를 들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의 신장은 평균 173.8cm이며 표준편차는 5.33cm이다.”)는 많아야 대여섯
개일 것이다.
또한 데이터는 의미가 부여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자나 숫자 또는 그 조합
으로 이루어진 기호 등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값이 있다. 즉, ‘입력된 값, 중간 계산 값, 최종 처
리 값’을 명령어나 제어 신호와 구분하여 데이터라 말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명령어까지 포함
하여 데이터라 부르기도 한다. 데이터의 유형으로는 (1) 수치 데이터(정수형, 실수형), (2) 비수치
데이터(문자형, 논리형, 포인터형 등), (3) 추상화된 데이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대량의 자료점을 취급하는 통계학에서의 이야기이고, 한 개인의 수준에서는 “자료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한 개인의 체중, 신장, 연 수입 등) “개인자료
(personal data)”를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5)

5)

https://namu.wiki/w/%EB%8D%B0%EC%9D%B4%ED%84%B0#f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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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분류

1. 법적 성질
데이터는 무체물이고, 민법상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 물권, 담보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유무를 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계약을 통해 도모된다. 데이터 보호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
에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
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6) 센서나 카메라 등의 기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창출되는 데이터나 스마트
폰 등 사용자의 사용 이력 등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7) 또한 편집물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서의 창작성이 없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따라 검색 가능하도록 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서 보호되지만,8) 데이터에 대해 클렌징9)과 가공･분석 등의 처리 실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저
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며, 이에 데이터가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10) 한편, 제조
업의 생산 방법에 관한 노하우와 센서 제조업체의 데이터 클렌징 노하우, 서비스 개발업체에서 데
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하는 노하우 등 데이터 창출과 데이터의 유통･활용 종사자의 노하우가 화체
된 데이터는,11) ① 비밀 관리성, ② 유용성, ③ 비공지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업비밀
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6)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

저작물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웹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풍경 등을 촬영하
고 해당 앱(App)을 통해 인터넷에 사진의 이미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 데이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8)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데이터 클렌징은 보정 등에 의해 데이터의 무결성과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0)

예를 들면, 구조화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으로서 특허받을 수 있다.

11)

예를 들어, 데이터가 가공 장비의 시계열에 따른 삼차원 좌표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면 가공 장비가 어떤 궤적을 그리며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공 장비의 이동방법이라는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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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분류
다음은 사례에서 현재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① 구조화된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② 개
인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 비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한다.12)

(1) 구조화된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의 분류는 빅 데이터의 분류방법이다. 빅 데이터
는 일반적으로 “디지털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고도화, 스마트폰이나 센서 등 IoT 기술 발전에 따른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얻어지는 위치정보, 인터넷이나 TV에서의 시청･소비 패턴 등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센서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방대한 데이터”13)라고 되어 있으며, 구조화된 데
이터는 그중 관계 데이터베이스 등에 적합한 구조 데이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와 판
매 데이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비정형 데이터는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전화 또는 라디오 방송
등의 음성 데이터, TV 방송 등 영상 데이터, 신문･잡지 등의 활자 데이터 등 이전부터 생성･유통
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블로그나 SNS 등의 소셜 미디어에 기록된 문자 데이터, 인터넷 비디오 스
트리밍 서비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 데이터, 전자책으로 송신되는 활자 데이터, GPS로부터 전
송되는 데이터, IC 카드나 RFID14) 등 각종 센서로부터 감지되고 전송되는 데이터 등 최근 급속
히 생성･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다.

(2) 개인 데이터 / 비개인 데이터
“개인 데이터”라는 말은 현행법상의 정의는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속성정보, 이동･행동･구매
기록,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된 인
간정보, 상품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의 경계가 애매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과 관계가 발견되는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
다. 이처럼 개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할 필요가 생긴
다.15) 우리나라도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데

12)

이러한 분류 이외에도,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냐에 따른 공개 데이터와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산업 데이터 분류 등, 다양한 분류방
법이 있다.

13)

데이터베이스 구조 중 하나로, 관계 모델에 따라 설계･개발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말한다. SQL 등의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의
결합과 추출 등을 할 수 있다.

14)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어로, 상품 등에 비접촉식 “IC 태그(미세한 무선 IC 칩의 일종)”하여 상품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 통과 시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교신으로 상품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말한다.

15)

2017년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데이터 이용촉진의 측면에서 익명가공정보제도를 추가하였다. 익명가공정보는 일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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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규제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
표발의)을 국회에 각각 발의하였다.
주된 내용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해외 선진국(EU, 미국, 일
본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 정보 없이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하에 새로운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도록 하
고 있다.

법 제2조 제9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그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
다.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있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취급보
다 느슨한 규제하에 자유로운 유통･활용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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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개발･이용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

AI의 개발･이용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데이터 창출을 위한 제도적 관
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①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작성 단계, ②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단계, ③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작성 단계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작성하기 위
해서는 당연히 그 재료가 되는 로 데이터(raw data)가 필요하다. 로 데이터로는 웹사이트의 영상･
문장 데이터 등 또는 AI 개발을 위탁한 자가 보유하는 센서의 수집 데이터, 기계의 가동 데이터,
고객 데이터 등이 있다. 현실 사회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정밀도가 높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16)
예를 들면, 화상처리를 이용하여 검사대상자 CT(컴퓨터 단층진단장치)의 영상으로부터 암 유
무를 진단하는 AI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AI에 있어서 암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량
의 CT 화상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암환자를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여 실제로 암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암 진단 AI는 높은 정밀
도를 가져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기 위해 대량의,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
니다. 따라서 역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는 자만이 CT 영상으로부터 암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AI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17)
여기 AI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종래 데이터에 대하
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데이터 보유자라도 데이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성
과물인 학습모델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로 데이터의 취득 방법이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 노하우도 중요해져 가고 있다.
로 데이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AI 개발자
가 로 데이터의 제공자에게 AI 학습에 적합한 로 데이터의 취득방법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로 데이터의 수집･선별･가공에 의해 작성된다. 지도 학습을 함에는 로
데이터에 정답 데이터(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로 데이

16)

福岡 真之介, AI 法律と論点, 商事法務, 2018. 3, 26頁.

17)

위의 책, 26-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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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학습용 데이터 세트로 가공할 때에는 데이터 노이즈를 제외하거나, 결손이 있는 데이터를
메우는 등의 전처리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가공 노하우는 AI에
관한 깊은 이해나 시행착오 및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게다가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확장기술(Data Augmentation)의 중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때 로 데이터나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와 데이터 제공자가 어떠한 권
리를 가질 것인가가 문제된다. 게다가 AI 개발 시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로서 웹사이트에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 문장 데이터 등과 같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된다.

2.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단계
딥러닝에서는 프로그램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에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부여하
여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오차를 줄이도록 각 네트워크 간 가중치의 파라미터
(parameter)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정을 반복하여 생성되는 것이 학습완료 모델이다. 학
습 전 AI는 우수한 알고리즘에 기한 프로그램이라도 실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는 사용
할 수 없다. 그러나 알파고(AlphaGo)와 같이, 학습을 반복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AI 학습완료 모델이
야말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비용이나 노
하우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완료 모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18)
딥러닝형 AI의 학습완료 모델은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는 프로그램과 뉴럴
네트워크의 노드 간 결합에 관한 가중치 파라미터(지도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19) 특히 AI 본체
의 프로그램 부분이 범용적 프로그램이거나, OSS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부분에서의 차이가 없어지
므로, 학습완료 파라미터(이를 작성하기 위한 중요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학습완료 모델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통
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학습완료 파라미터는 AI가 생성하는 수치의 나열이므로 저작권의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러한 학습 파라미터는 직접적으로는 AI가 대량의 데이터에 기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되

18)

福岡 真之介, 앞의 책, 28頁.

19)

다른 기계학을 하는 AI 역시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 기계 학습 중 실용
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딥러닝형 AI를 염두에 두고 설명한다. 또한 파라미터는 엄밀히 말해서는 가중치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여기
에 부가하는 디바이스 값이나 학습률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딥러닝에 있어 주요한 가중치 파라미터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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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학습완료 파라미터의 작성에는 데이터 제공자, AI 프로그램 작성자, AI를 학습시킨 자 등
다양한 인간이 관여하게 된다. 여기서 학습완료 파라미터라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누구
에게 있는 것인가,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20)

3.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단계
학습완료 모델을 완성하면,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출력(결과)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영상처리용 AI에 개의 영상을 입력하면, 개일 확률이 9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학습완료 모델이 한번 완성되더라도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기계 학습하는 AI는 새
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키고, 보다 높은 정밀도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완료 파라미터
를 조정하고, 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히려 상당한 학습을 계속하는 기능을 가진 학
습완료 모델이 주류가 될 수도 있다.21)
학습완료 모델의 진화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완료 파라미터의 변화로 가능
하므로, 프로그램 부분 그 자체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학습완료 모델이 진화할 경우에
진화 전 학습완료 모델의 권리자나 데이터 제공자가, 진화 후 학습완료 모델(파생모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것인지도 문제된다. 게다가 ‘증류’라는 방법에 의해 개발된 AI에 대하여, 학습
완료 모델의 권리자가 증류 모델의 작성･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22)

20)

福岡 真之介, 앞의 책, 29頁.

21)

다만 상시 학습을 계속하는 학습완료 모델이 사회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진화한 학습완료 모델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원학습
모델 작성자와 추가 데이터의 투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22)

福岡 真之介, 앞의 책, 3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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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결

데이터는 AI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AI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정보 그룹화, 패턴
식별, 결과 그룹화 및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될 때 보다 정확한 예측, 추천 및 의사 결정을 제공한
다. AI 시스템은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데이터는 최종 용도와 관련
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AI 개발에 있어 데이터 소유 및 액세스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여러 AI 과제의 가장 큰
핵심이다. 데이터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일부는 공개되고 일부는 비공개되고 있다. 이 데이터의
사용은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데이터 주체
가 데이터 사용의 특정 목적에 대해 얼마나 알고 동의하였는가와 관련된 우려를 야기한다.23)
예를 들면 공공 또는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환자 정보 및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지형 정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소규모
업체(예: 대학 및 신생 회사)가 AI 개발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한 일부 규정들이 이미 개발되었다. 또한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규
제, 데이터 세트 및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다루기 위해 IP 장비와 같은 특정 규제 프레임 워크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논쟁은 빅 플레이어(big player)가 소유한 데
이터가 AI 연구 및 개발에 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기관들과 공유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일부 전문가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데이터 익명화와
관련된 기술 솔루션을 들어 AI 개발자와 데이터 주체 모두에게 윈윈(win-win)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유럽 수준의 GDPR은 프라이버시의 권리, 시민의 개인정보 사용방법 및 그에 대한 투명성, 정
보 처리에 대한 통제 및 명시적 동의의 필요성을 다룬다. 소비자는 유용한 서비스를 얻는 것과 개
인정보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우려하고 있다. 자율 주행차, 스마트 계량기 및 전자 상거래와 같
은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가 생성될 것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요소
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

16

WIPO, Artificial Intelligence(Technology Trends 2019), p.13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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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창출 촉진을 위한 이슈
: 데이터 소유(ownership)에 대한 논의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데이터 소유에 대한 논의 동향
Ⅲ. 데이터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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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데이터를 창출한 자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
인 정의24)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관념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지식
재산권 등에 의해 데이터가 직접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데이터에 액세스
하고, 그 이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얻거나 계약에 의해 데이터 이용권한을 동의받
은 경우 그러한 채권인 지위를 가리켜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호칭하는 일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데이터는 데이터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데이터 소유권의 기타
물권적인 권리를 관념할 수 없다. 계약 실무상 데이터에 대해 한쪽 계약 당사자에 “데이터 소유
권”을 귀속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계약 당사자에게 소유권 등 물권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표현은 당해 계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주
장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25)
데이터 소유권을 위와 같이 이해하고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응용해 보면, 예를 들어, ‘데이터
창출형’ 계약 체결의 경우 데이터의 창출에 대한 일반 당사자의 기여도가 크고, 해당 데이터가 해
당 당사자의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데이터
에 대한 이용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를 계약에서 정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
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창출에 완수한 당사자의 기여도 및 데이터와 참여 기업
의 사업 간 관련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산업 분야와 데이터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두 당사자가 데이터에 대한 채권적 지위(데이터 소유권)를 가져야 한다는 일률적 기준
을 찾기는 어렵다. 데이터 창출에 대한 기여도 및 기기 소유권 등은 데이터 사용권한의 고려 요소
로 평가될 것이며 별도의 사용권한에 따라 데이터 이용 촉진 및 데이터 비밀유지의 필요성 관점에
서 각 고려요소를 평가하고 데이터 이용권한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창출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부여하여야 한
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의
미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 소유에 대하여 국내･외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4)

유럽에서도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에 대해 논의되고 있고, 각국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다(Osborne Clarke LLP, Legal
study on ownership and a access to data, A study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G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 Technology, 2016, pp.6-7).

25)

일본에서는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의 내용에 대하여,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에 관계한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에 기한 권리 등 법률상의 권리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이용권, 보유･권리에 관계한 권리, 복제를 구할 권리, 판매･권리부여에
대한 대가청구, 제거･폐기･정정 등･이용정지의 청구권 등의 계약상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되기도 한다(経済産業省商務情
報政策局、 「オープンなデータ流通構造に向けた環境整備」、 < ht t p: / / www. met i . go. j p/ commi t t ee/ sa nk oushin/shojo/johokeizai/bunsan_senryaku_wg/pdf/007_02_00.pdf、(平成28年8月29日) 59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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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의 데이터 소유에 대한 논의 동향

1. 유럽연합
유럽에서는 데이터에 대하여 무형의 비경쟁적인 물품이므로 재산법의 전통적인 정의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26)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한 수단에 대한 소유권
과 같이, 비개인적 데이터와 관련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국가 재산법(national
property law)이 적용되어 왔다.27) 한편 기계가 생성한 산업 데이터는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
호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는 산업 데이터가 지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 설계나 분석 알고리즘(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노력은 보호대상이
되어 데이터 통합, 분석 등의 결과물이 보호될 수 있다.

(1)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및 e프라이버시 지침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the lex specialise Privacy Directive)28)
유럽의 규칙과 지침은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규제하는 입법이다.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
리는 EU의 기본권이다.29) EU 데이터 보호 규칙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접근 및 이동성
(portability)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의 양도나 전송의 가능성과 같은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정
하고 있다. 데이터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는 각 개인들이 허용하는 것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된 개인 데이터의 복사본을 얻어 다른 서비스 제공자(data controller)에게 전달하는 것’
이다.

26)

H. Zech, Data as a Tradable Commodity, in: De Franceschi (ed.),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6, pp.59-60.

27)

the decision of German Bundesgerichtshof (Federal Supreme Court) of 15.11.2006 (ownership of software on a
CD-ROM); but see also the recent decision of the same court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physical storage
as a result of data recordings (in the instant case: audio recordings on a tape) would be leading to a transfer of ownership under civil law to the party that could claim rights on the data – decision of 10 July 2015; the federal Supreme
Court held that rights a party may have on data content will not ipso iure lead to co-ownership of the physical
storage.

28)

Regulation 2016/679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irective 2002/58/EC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 currently under review.

29)

article 8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

제3장

｜

데이터의 창출 촉진을 위한 이슈

(2)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The Database Directive (Directive 96/9/EC))30)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나 제작자는 타인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또는 상당한 부분을 이용행위31)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수
반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상당하지 않은 부분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추출과 재이용하는 행위
는 금지된다.32) 그러나 기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관하여,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에는 데이터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의도가 내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33)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데이터베이스 지
침이 저작권 보호나 데이터의 콘텐츠 보호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34) 또한 CJEU
는 데이터베이스가 독자적인 권리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
자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3) 유럽 영업비밀 지침(Directive (EU) 2016/943)
EU는 최근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와 영업상 정보(영업비밀, trade secrets)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보호 지침을 채용하였다.35) 이 지침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재산권
도입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첫째, 비밀일 것(해당 정보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범위 내의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둘째, 비밀이기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을 것, 셋째,
정보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자에 의해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비밀로 유지할
것이다. 상호 연결된 기계 및 장치에 의해 생성된 개별 데이터는 이 지침상에서 영업비밀로 간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별적인 데이터는 상업적 가치가 없으므로 영업비밀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데
이터의 집합(데이터 세트)은 이 지침하에서 영업비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데이터가 비밀로
서 유지되기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될 경우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30)

Defined as “a collection of independent works, data or other materials arranged in a systematic or methodical way
and individually accessible by electronic or other means”, article 1(2).

31)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제1항.

32)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제5항.

33)

Recital 46 of Directive 96/9/EC((46) 저작물, 자료 또는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허락 없이 추출 그리고/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의 존재가 저작물,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의 창설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34)

Case C-604/10 - Football Dataco and Others, para 30; Case C-203/02 -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and Others
v William Hill Organization Ltd; Case C-444/02 - Fixtures Marketing.

35)

Directive (EU) 2016/943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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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련 지침
EU에서는 금전이나 데이터를 교환할 때 결함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수신된 경우 소비자가 구
제조치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36)과 관련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 반대로
소비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에 대하여 소비자 권
리 지침(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to contracts concerning digital content and
online services)37)을 적용하는 내용은 현재 법적 프레임 평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지침(Th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은 상인의 호도
(misleading)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서
비스에 제공되는 데이터에 중요한 정보의 오도된 누락으로서 간주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
지 않은 상인의 누락을 다룬다.38)
불공정 계약 조건 지침(Unfair Contract Terms Directive)은 소비자 계약에서 부당한 표준
조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규칙을 제공한다. 표준계약조건은 선의(good faith)의 요건에 반할 경
우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중대한 불균형을 야기
하고, 소비자의 손해를 초래한다. 일부 회원국은 기업 간 거래(B2B)에 있어서도 이 법을 따른다.
두 지침은 포괄적인 규제의 적합성 평가 중 일부이다.39) 유럽 전자 통신 규정(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 Code)40)의 제정에 관한 제안 지침에는 금전이나 데이터인 보상에
갈음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부문별 특별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적으로 유지되는 비개인 또는 익명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을 규제한다(Sector-specific legislation regulates the access to privately-held non-personal or anonymised data in certain contexts). 예를 들면, 판매 후 서비스(유지 보수)를 위
한 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차량 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등이 있다.41) 그러한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규제체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른 예로, ITS Directive42)와 이것의 위임 규
정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불서비스 지침(the Payment Services Directive)은 특정한 조건하에

36)

Proposal for a Directive, COM(2015)634 final.

37)

Directive 2011/83/EU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OJL 304 of 22.11.2011, p.64.

3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Application of Directive 2005/29/EC 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 accompanying th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timulating cross -border e-Commerce for Europe’s citizens and businesses”, Chapter 1.4.10 on “Interplay with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and the e-Privacy Directive”, 25.5.2016, SWD(2016) 163 final.

39)

http://ec.europa.eu/consumers/consumer_rights/review/index_en.htm.

40)

COM(2016) 590 final/2 of 12.10.2016.

41)

Regulation 715/2007 as amended.

42)

Directive 2010/40/EU of 7 July 2010 on the framework for the deploy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 the
field of road transport and for interfaces with other modes of transport, OJ L 207 of 6.8.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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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불 정보(payment information)’를 공개한다.43)
또한 일반 경쟁법(General competition law)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맥락에서 적용
될 수 있다. 예컨대 Magill44), IMS Health45), Microsoft46)와 Huawei47) 사례는 계약 이행에
대한 잠재적인 의무에 대해 경쟁법으로부터의 몇 가지 징표를 제공한다. CJEU는 상업적으로 보유
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에 대하여 경쟁법적 원칙에 따른 4가지 요건을 개발하였
다.48) 4가지 요건은 첫째, 데이터는 후발 제품(downstream product)에 필수불가결할 것이며 둘
째, 선발 제품(upstream product)과 후발 제품 간에 효과적인 경쟁이 되지 않을 것과 셋째, 라이
선스 거절이 후속 제품의 출현을 막을 것(the second product)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절
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을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중 영역이 보유한 데이터의 재사용은 최근 Directive 2013/37/EU(“PSI Directive”)에 의
해 개정된 것으로 공공 영역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Directive 2003/98/EC에 의해 규율되고 있
다. 공공 영역 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에 대한 접근은 회원국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49)
이 지침은 국내법하에서 접근 가능하고, 제3자의 저작권 대상이 되지 않는 공공 영역 기관이 보유
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존 EU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비개인적 또는 익명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주요 결과는 이
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컴퓨터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나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로부터 정보를 처리하
는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또는 비개인적이거나 익명화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조건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는 가지고 있다.
둘째, 영업비밀 지침을 제외하고 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으로 만들어진 투자와 관련한 법적인
보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개인보유 데이터 접근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된 영역의 규범이 있다.

43)

금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거나 금융 서비스 제공 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44)

RTE and ITV v Commission (‘Magill’), Case C-241/91 P and C-242/91 P, [1995] ECR I-743.

45)

Case C-218/01 [2004] ECR I-5039.

46)

Microsoft v. Commission, Case T-201/04, [2007] ECR II-3601.

47)

Case C-170/13.

48)

B. Martens, An Economic Policy Perspective on Online Platforms, JRC Technical Report 2016/05, at 41; J. Drexl,
Designing Competitive Markets for Industrial Data in Europe – Between Propertisation and Access, 2016, at 39.

49)

Notable exception: Directive2003/4/EC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OJ L 41 of 14.2.200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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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회원국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데이터의 접근과 소유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논의는 아
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데이터의 소유권(data ownership)’과 상업적
으로 보유한 데이터의 접근 문제에 대한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아 몇몇 회원국에서만 구체적
인 계획이나 정치적인 논의가 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1) 프랑스
최근의 공개 데이터법(open data legislation)50)에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생성된 데이터(법
제17조), 공식 통계 작성을 위한 상업적 데이터(제19조), 어느 제3자가 재사용할 목적으로 전송
및 유통서비스 운영자가 보유하는 소비 데이터, 전기 및 가스 데이터(제23조), 그리고 어느 제3자
의 재사용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변동과 관련한 특정 데이터(제24조)에 대하여 상업회사가 특정한
조건하에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공공 이익 데이터
(public interest data)’51)라고 정의된다. 프랑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조문의
목적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프랑스의 나라 경쟁력과 데이터 및 지식의 순환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고 밝히고 있으며52) 세부사항은 이행 입법에 남겨두고 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학계와 정부에서 데이터의 접근과 책임,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에 관하여 활발한 논쟁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53)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
를 적절히 할당하는 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쟁해오고 있다.54) 연방과 주 차원의
정책 입안자들은 구체적인 규제 계획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
하기 시작하였다.55)

50)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JO République Française n°0235 of 7 October
2016.

51)

“Données d’intérêt general”.

52)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projets/pl3318.asp.

53)

position paper of Working Party “Legal aspects” of the government-sponsored and industry-driven discussion forum
Plattform Industrie 4.0 (forthcoming 16 November 2016).

54)

H. Zech, “Industrie 4.0” – Rechtsrahmen für eine Datenwirtschaft im Digitalen Binnenmarkt, GRUR 2015, p.1151; H.
Zech, Information as a tradable commodity, in: De Franceschi (Ed.),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6, pp.51-79.

55)

Initiatives at Länder level are being coordinated by Land Nordrhein-Westfalen: https://www.land.nrw/de/blogbeitrag/digitaler-neustart-braucht-unser-bgb-ein-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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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용어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논쟁으로
논의되었다.56)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인 또는 헌법적인 권리나 데이터 보호나 개인 데이터 보
호57)에 관한 연방 및 주의 보편적인 입법의 부재에 있어서, 주석자들과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더 강한 역할을 주장하는 데 있어 ‘데이터 소유’라는 용어를
채용하여 왔다. 미국에서 개인의 데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보호 입법하에 기본
권의 지위를 갖고 보호되고 있으며, 어떠한 유형으로도 소유(ownership)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인 데이터 관련 개념의 논의 중에 데이터 소유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언급할 때에는 주의를 기
울여야 하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제한된 결론만을
도출할 수 있다.
IoT 장치의 출현과 함께, 이러한 토론의 범위가 변화되었다. IoT 연결 센서가 장착된 기계, 도
구 및 장치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빅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수많은 양
의 데이터를 거의 0(제로)의 한계 비용을 들여 생성하므로, 앞으로는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가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주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되고 있는 민간 버스나 열차 회사가 수
집한 데이터를 주 정부가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58) 한편 미국에서는 농업 분야
의 중요성 때문에도, 데이터 소유에 관한 토의가 특히 예민한데, 농업 협회(farming associations)가 농부들이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59)
EU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특별법(sui generis)에 의한 보호’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
는다. 영업비밀 보호는 형법60)과 민법61) 영역에서 미국 연방법하에서 이용 가능하다. 주법 수준
에서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은 거의 미국 주 관할권 내의 입법부에 의
해 이행된다.62)

56)

“Legal study on ownership and access to data”, p.79; https://bookshop.europa.eu/en/legal-study-on-ownership-and-access-to-data-pbKK0416811/

57)

Notable exception: health data for which certain protection exists under the HIPAA –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enacted in 1996, and under additional legislation enacted subsequently.

58)

http://fortune.com/2016/04/06/who-owns-the-data/

59)

http://agnetwest.com/2016/03/04/data-ownership/

60)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61)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62)

With the notable exception of New York and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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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은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소위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
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IoT, 빅 데이터, AI 등 정보 기술이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기상 데이터, 지도 데이터,
기계가동 데이터, 소비동향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공유와 활용이 되어야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연결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사회(Connected Industries)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의 창출,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의 투자에 걸맞은 적정한 대가회수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입법자들은 데이터의 경우 그 성질상 복제가 용이하고, 일단 부정취득
되면, 한꺼번에 확산되어 투자회수의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 조치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으로서 널리 제공되는 데이터나 컨소시엄 내에서 공유된 데이터 등, 사업자
등이 거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염두로 ‘한정제공 데이터’63)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취득, 사용, 개시(開示)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평가하게 되었다.64) 안전한 데이터 이용
을 위해 (이용자 측의 위축효과도 배려하여) 한정제공 데이터와 관련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해 적용
제외로 하는 행위도 함께 규정했다65)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및 개시행위 등의 부정경쟁은 민사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
상청구)의 대상이지만, 아직 사례 축적도 적은 가운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
지 않기 위해 형사벌의 대상으로 되어있지는 않다.
또한, 한정제공 데이터는 영업비밀과 같이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
여, 그 부정취득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 내에 비밀로 하
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영업비밀과 사업자 등이 거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
는 한정제공 데이터는, 그 보호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이 달리 행해져야 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3)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7항.

64)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제16호.

65)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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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1) 저작권법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하여 논의한 후, 2003년부터 데이터베이
스66)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편입시켰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
는 편집물(데이터베이스)67)의 경우에는 편집저작물68)로 보호되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69)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
지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
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70)7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편집물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용 데이터
나 실험결과와 관련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실정이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통한 보호
부경법 제2조 카목은 (1)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2) 공정한 상거래 관
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3)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4) 타인(성
과창출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이 위 부경법 카
목에 부합한다면 부경법상 성과모용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66)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
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8)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9)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0)

저작권법 제95조.

71)

이일호,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문제(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2018, 55면의 각주 24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15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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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코리아 v. ㈜ 사람인 사건
㈜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 사람인이 동의 없이 크롤링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웹사
이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파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고가 마케
팅 및 개발 비용을 투입하여 생성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인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와 피고가 채용정보를 이용한 동종의 영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
한 HTML 소스를 복제당하여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판단된다고 보았음
- 서울중앙지법 2016.2.17.선고 2005가합517982 판결

한편 데이터가 부경법상 영업비밀의 특성72),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73)에 해당될 경우에는 금
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72)

부경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3)

부경법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
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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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1. 서론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학습에 알맞게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데
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발명자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지만, 현행의 산업재산권법으로는 학습 데이
터 및 학습된 AI 발명을 보호할 근거가 부족하며, 데이터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는 빅 데이터의 일부이고, 빅 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습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AI의 성능 및 성패에 막대한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수집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AI를 학습시
킬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AI 학습용 데이
터만 갖고 있더라도 큰 자산이 되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는 미래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다. 학습
데이터만을 따로 떼 낸 다음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일명 ‘데이터 등록제’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는 있으나, 이는 산업재산권에 기반한 방법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산업재
산권법을 이용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 영역’과 ‘학습 데이터’를 포함하는 ‘학습된 AI’ 발명을 보호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데이터의 보호 방안
(1) 데이터의 특허법적 보호 방안
데이터 자체는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의 구조나 구조화된 데이터는 특허법
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학습용 데이터, 또는 훈련용 데이터는 구조화
된 데이터라 할 수 있고, 이는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구조를 가진 데이터’와 ‘데이터의 구조’는 데이터가 갖는 구조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를 규
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데이터의 구조란, 데이터가 갖는 논리적 구조
로 데이터 요소 간의 상호관계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74) 일본도 마찬가지이다.75) 그리고 ‘구조

74)

앞의 우리나라 심사기준, 9A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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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간의 상호 관계로 표시되는 논리적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말한
다.76) 우리나라는 ‘구조를 갖는 데이터’의 의미에 대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특별히 언
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 기록 매체’를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하는 처
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라고 정의하고 있
기에 ‘구조를 가진 데이터’의 의미는 일본의 심사기준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본 특허법 제2조 제4항은 ‘프로그램 등’이라고 하여, 프로그램 그 자체와 더불어, ‘전자계산
기에 의한 처리용으로 제공하는 정보며,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전자계산
기에 대한 지령이자,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으로 정의된다. 이 프로그램의 정의
는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으며, 프로그램의 정의로서는 법률상 가장 일반적인 것이
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념 변화가 예상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합목적적으
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이란 컴퓨터에 대한 직접 지령은 아니므로
프로그램으로 부를 수 없으나, 컴퓨터 처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
는 것을 의미한다.77)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용으로 제공하는 정보’란 전자화 등의 방법으로 컴
퓨터에 의한 처리에 바로 이용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 정보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등’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특수한 데이터 구조가 채용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처리방법에 의해 컴퓨터
에 의한 처리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 있어 그 특수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 데이터와 같
이 컴퓨터에 대한 직접 지령은 아니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갖는 구조에 의해 컴퓨터에 의한 처리
내용이 규정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일본 특허청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데이터 구조 내지는 ‘구조를 갖는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특허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2.2.4) 데이터 기록 매체의 취급에 대해서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매체’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2.1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
리나라는 일본 특허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심사기준을 통해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구조 또는 구조를 갖는 데
이터 자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데이터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75)

앞의 일본 심사기준, 2頁.

76)

위의 일본 심사기준, 2頁.

77)

일본 특허청, 平成14年法律改正（平成14年法律第24号）법 해설, <(검색일자: 2019. 4. 8)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pdf/h14_kaisei/h14_kaisei_1.pdf>, 13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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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의 사례로서, 일본 특허청이 제시하고 있는 “음성대화 시스템의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의 청구항은 이하와 같다.78)

데이터 구조 특허의 청구항(일부)
청구항1
클라이언트 장치와 서버로 이루어진 음성대화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로서, 대화 시나리오
를 구성하는 대화 유닛을 식별하는 유닛 ID와, 이용자에게 이야기 내용 및 제시정보를 포함한 메시지와, 前記 응답후
보 및 통신 모드 정보에 대응화된 복수의 분기(分岐) 정보로서, 前記 응답후보에 따른 메시지 및 前記 통신 모드 정보
에 따른 데이터 사이즈를 가진 다음의 대화 유닛을 제시한 복수의 분기(分岐) 정보를 포함하고, 前記 클라이언트 장치
가, (1) 현재의 대화 유닛에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하고, (2) 前記 메시지에 대한 유닛으로부터의 응답을 취득하고, (3)
前記 이용자로부터의 응답에 기하여 前記 응답후보를 특정함과 동시에, 前記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정되어진 前記 통
신 모드 정보에 기하여 1가지의 분기(分岐) 정보를 선택하고, (5) 해당 선택된 분기(分岐) 정보가 제시한 다음의 대화
유닛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

일본 특허청은 이 사례의 청구항에 관하여 다양한 변동조건과 보정규칙에 기하여 매출(매상)
실적 예측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복수의 기억수단과, 기억수단
으로부터의 데이터의 해독･선택 등을 제어하는 수단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
는 구체적 수단에 따라서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일본 사례로는 ‘나무 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木構造を有するエリア管理デー
タ)’를 발명의 명칭으로 하는 발명이 있다. 이 발명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서버와 통신하고,
콘텐츠 데이터가 송신되는 게임기의 애플리케이션 발명에 관한 심사사례이다. 이 심사사례에서는
청구항 1에 관계한 ‘나무 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데이터’의 발명은 발명의 해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고 있다. 표1의 사례 15의 청구항 1에 관계한 발명은 데이터를 가지는 구조에 의해 컴퓨터가
수행하는 정보처리가 규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이므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규정하는 정보처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
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발명해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컴
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9)

78)

日本 特許廳 編, 앞의 책, 86頁.

79)

特許・實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 附屬書B 第1章 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關連發明, 2.1.2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
조」의 취급, 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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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관은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가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 즉 데이터를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한다.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
터 구조’가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판단되고,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
터 구조’라도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소프트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는 사례 2-8 등을 참조).
발명의 명칭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콘텐츠 데이터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화상데이터와, 전기 화상 데이터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의 본체 ID를 표시하는 다음 콘텐츠 ID와, 이를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청구항 2】 →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부, 제어부 및 기억부를 갖춘 컴퓨터에 사용되며, 전기 기억부에 기억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이
고, 콘텐츠 데이터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이를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청구항 3】 → 발명에 해당한다.
표시부, 제어부 및 기억부를 갖춘 컴퓨터에 사용되며, 전기 기억부에 기억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이
고, 콘텐츠 데이터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화상 데이터와, 전기 화상 데이터의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의 본체 ID를 나타내는 다음 콘텐츠 ID이고, 전기 화상 데이터의 전기 표시부에 의
한 표시 후, 전기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전기 제어부가 전기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다음 콘텐
츠 ID와, 이를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구조.
【청구항 4】 → 발명에 해당한다.
표시부, 제어부 및 기억부를 가지는 컴퓨터에 사용되며, 전기 기억부에 기억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이
고, 콘텐츠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영상 데이터와, 전기 화상 데이터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의 본체 ID를 나타내는 다음 콘텐츠 ID와, 이를 포함하고, 전기 화상 데이터의 전기 표시부에
의한 표시 후, 전기 다음 콘텐츠 ID가 나타내는 본체 ID를 가지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전기제어부가 전기 기
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설명)
청구항 1
청구항 1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본체 ID화상 데이터 및 다음 콘텐츠 ID는 콘텐츠 데이터가 포함한 데이터 요소의 내
용을 정의한 것일 뿐, 인위적인 결정에 그치므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라 “발명”에 해당하
지 않는다.
청구항 2
청구항 2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본체 ID화상 데이터 및 다음 콘텐츠 ID는 콘텐츠 데이터가 포함한 데이터 요소의 내
용을 정의한 것이다. 청구항 2에서는 또한, 해당 데이터 구조가 표시부 제어부 등을 갖춘 컴퓨터에 이용되는 경우 및
해당 컴퓨터의 기억부에 기억되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히 해당 데이터 구조가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컴퓨
터에 사용되는 정도의 특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전체적으로 보아 인위적인 결정에 그
친다. 그러므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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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3
청구항 3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전기 화상 데이터 위 표시부의 표시 후, 전술한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전기 제어부가
전기 기억부에서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된다는 것의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콘텐츠 데이터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의 표
시 후,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그러므로 해당 데이터 구조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
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다.
그리고 청구항 3의 기재로부터 화상의 순차적으로 표시라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소프
트웨어(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와 하드웨어 자원(컴퓨터가 갖춘 표시부 기억부 등)이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
는 구체적 절차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구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
이 협동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컴퓨터(정보 처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축이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
는 것이므로, 청구항 3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4
청구항 4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전기 화상 데이터 위 표시부의 표시 후, 전술한 다음 콘텐츠 ID가 나타내는 본체
ID를 갖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전기 제어부가 전기 기억부에서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된다”는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청구항 3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데이터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의 표시 후,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그러므로 해당
데이터 구조는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다.
그리고 청구항 3과 같은 판단에 따른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가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
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청구항 4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
명에 해당한다.
(2) 소프트웨어인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한
다)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는 심사관은 ‘2.1.1. 판단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3) 소프트웨어인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에 관해서는 「2.1.1.2 ソフトウエアの觀点に基づく考え
方」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규정하는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따
라, 심사관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요건을 판단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으로서 심사관은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와 하
드웨어 자원과 협동한 구체적인 수단 또는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사용 목적에 응한 특유의 정보 자원 또는 가공이
실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예 : 컴퓨터가 특수한 정보처리를 실행함으로써 생성된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
(설명)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컴퓨터가 특수한 정보 처리를 실행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며, 도형･무늬의 조합으로 표현되
는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인 바, 말미에 ‘캐릭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데이터’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특수한 정보 처리를 실행하기로 생성되는 것이지만 ‘구조를 가진 데이터’로서 구체적인 ‘구조’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이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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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는 정보 제시에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의 단순한 제
시로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 이름, 주소, 전화번호부터 되는 데이터 요소가 한 음반으로 기억, 관리되는 전화번호부의 데이터 구조이며, 컴퓨
터가 이름을 키로 전화번호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
(설명)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서 데이터 구조에 보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로 구성된 여러 데이터 요소가 하나의 레코드로
서 기억, 관리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각 데이터 요소 간에는 그 이외에 아무런 관련성도 특정되지 않
았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요소 간의 관련성은 컴퓨터가 이름을 키로서 전화번호를 검색한다는 하나의 결과를 이끄는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화번호 검색은 데이터 구조에 의해서 규정된 컴퓨터의 처리가 아니다(데이터
구조가 아니라 컴퓨터 측에 마련된 프로그램이 해당 전화번호 검색이라는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항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
않아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구조가 포함한 데이터 요소의
내용과 순서를 정의한 것일 뿐, 인위적인 약속에 해당하여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
에 해당하지 않는다.
2.2.4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관한 유의사항
(1) 데이터 내용(콘텐츠)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의 취급
청구항에 관한 발명과 공지의 인용발명과의 차이로서 데이터의 내용(콘텐츠)만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조, 기능 등이 이러한 차이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차이만으로 청구항에 관계
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은 긍정되지 않는다.(事例3-1(3) (ii)請求項2に係る發明について參照)。
사례 1 :
‘데이터 구조 A를 처리하는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 구조 A에 학생의 성적 관리 데이
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구조 A를 가지는 학생 성적 관리 시스템’으로 하여도, 경주마의 성적 관리 데이터를 저장
함으로써 ‘데이터 구조 A를 가진 경주마 성적 관리 시스템’으로 하여도 ‘데이터 구조 A를 처리하는 성적 관리 시스템’
으로 구성, 데이터 구조 A를 처리할 방법은 아무런 변화 없다.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만,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긍정될 수 없다.
사례 2 :
데이터 구조 B를 가진 ‘음악 C를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가 존재하는 경
우, 동일한 데이터 구조 B를 가진 음악 D를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로도,
‘데이터 구조 B를 가진 음악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로서도 데이터 구조 B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저장하는 구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만으로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긍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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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학습용 데이터는 발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므로, 이를 어떻게 구조
화하여 클레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는 ‘데이
터 구조’,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향후 AI 관
련 발명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데이터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보호하는 방안
AI의 경우 정확한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확보는 지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학습용 데이터 세트
의 정밀도가 AI로서의 분석 기타 정밀도에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 그 자체에 대한 법적보호는 존재하지 않
는다.80)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이나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한
정적인 보호만 인정된다. 따라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 세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
로는 데이터 세트의 거래 시 계약에 기하여 권리 의무가 규정되는 방법이 취해진다.81) 그렇지만
이러한 계약을 기초로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접근방법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위반행위에 대
한 권리행사는 가능하더라도, 거래대상인 데이터 세트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82)
그래서 현재 사업 활동에 유용한 데이터 세트에 영업비밀 유사의 보호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83) 행위규제 방향으로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부정경쟁방
지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不正競爭防止小委員會)’에서 검토되었다. 동 위원회에서
는 자사(自社) 내 혹은 특정자 사이에서만 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 세트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
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토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세트에 관해서는 영업비밀과 같은 비밀관리성
을 엄밀하게 요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관리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다는 방향으
로 검토가 진행되었다.
나아가 2017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이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부정
경쟁방지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不正競爭防止小委員會)의 검토에 따라,84) 2018년
일본 통상국회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80)

東京地中間判平成13年5月25日 判時1774号132頁〔翼システム 事件：中間判決〕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北朝鮮映畫事件의 최고재판소 판결(最判平成
23年12月8日 民集65卷9号3275頁)이 선고된 후, 이 사고방식은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여부가 논의 중이다.

81)

이러한 계약관계에 관하여,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5년(평성27년) 10월자 ‘데이터에 관한 거래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 계약 가이드라
인’ 및 2017년(평성29년) 5월자 ‘데이터의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82)

데이터 거래계약에 대한 채권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는 별개이다.

83)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營業秘密の保護･活用に關する小委員會, 「第四次産業革命を視野に入れた不正競爭防止法に關する檢討」
중간정리（2017年5月) 참조.

84)

(검색일자: 2019. 5. 20)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dai11_newberisi_paper/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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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는 데이터의 부정유통에 대하여 금지 등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서, 악질성이
높은 행위에 의한 데이터의 취득이나 부정하게 취득된 데이터의 사용･제공에 대한 구제조치 예컨
대 금지청구,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추정, 신용회복조치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데이터에 암호, 패스워드 등 기술적인 접근제한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하여 데이터
를 취득하는 행위, ② 제3자 제공금지의 조건부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자를 배반하여 데이
터를 무단 제공하는 행위, ③ 데이터를 부정취득한 자로부터 부정이 개재한 것을 알면서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그것을 사용･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3) 독자적인 보호 방안
AI 관련 발명은 심층학습을 통해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하였으나, 대량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
수 구성요소가 됨에는 이견이 없다. AI 관련 발명의 특허성 여부가 데이터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85) 따라서 이를 위해 데이터 자체를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데이터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상 특허법의 보호대상
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결국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86) 여기
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특히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방안에 대하
여 검토한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특허권 유사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AI 관련 발명에
있어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측
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AI 학습용 데이터는 AI 성능에 직결되고, AI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으므로, ① 될 수 있는 한 많이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② 이를 광범
위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비밀로
관리하지 않아도, 공개되어 공지가 되어도 AI 학습용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유사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 시스템을 차용하면, 데이터 특허출원은 ① 데이터 클레임, ② 데이터 명세서,
③ 실제 AI 학습용 데이터(기탁･공개)를 제출하는 형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만을 하여 출원 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청구를 하여 특허청에
의한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데이터 특허의 심사에 있어서는 진보성은 필요 없고, 예를 들면, ①
신규성, ② 학습가능 요건, ③ 학습 유용성 요건, ④ 기재 요건 등의 심사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85)

小田桐優理, 「コンテンツプラットホームにおける機械學習，データセット公開・モデル公開による産學の發展」, 電子情報通信學會誌
Vol. 100, No. 1, 2017, 25-31頁.

86)

辻井潤一, 産業技術總合硏究所 人工知能硏究センター 硏究センター長, 「米國と異なるAI硏究体制目指すデータを持つ企業との連携が
鍵」，日経コンピュタNo. 911, 2016, 36-3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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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은 클레임 및 출원 시에 기탁된 데이터가 종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를 심사한다. 다만, 타인이 작성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출원하면 모인출원이 된다.
② 학습가능 요건은 기존 특허의 실시가능 요건에 대응하는 것이며, 데이터를 실제로 AI에 학
습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기탁된 데이터에 누락이 있는 등 학습하지 못할 경우에
는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심사 시에는 특허청에 구비된 복수 종류의 표준 뉴럴 네
트워크 등을 학습에 이용하여 학습가능 요건을 판정한다. 표준 뉴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여, 출원인이 학습가능 요건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출원인이 특수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뉴럴 네트워크도 기탁하면 학
습가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학습 유용성 요건은 기존 특허에 있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예컨대, 데이터를 실제로 AI에 학습시킨 경우에 일응의 성능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심사한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심사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
화능력이 부족하여 영상의 오식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인식률이 있으면 다른 데이터와 조
합시켜 개선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④ 기재 요건에 대해서는 데이터 클레임과 데이터 명세서의 기재가 권리부여에 적합한 것인지
를 심사한다. 다만 데이터 클레임과 데이터 명세서 보정은 기탁된 AI 학습용 데이터와 일치
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 요건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심사 결과, 데이터 특허심사
가 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심사관이 데이터 특허 메모를 작
성할 수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기 위하여 AI 학습용 데이터와 데이터 요약서만 있으
면 출원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등으로써
출원 후에 데이터 클레임과 데이터 명세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4) 기타 보호 방안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전략 등
을 고려해 볼 때 AI 관련 분야에서의 특허권 선점은 미래의 국가 기술발전에 핵심 동력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AI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들과 다른데, 기존의 기계학습은 경험을 통해 특정 작업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전통적인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이었지만,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한 다음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추론판단을 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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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관련하여 ‘데이터와 학습완료 모델을 기탁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
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탁소를 두고 관리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미생물 기탁제도가 있다. 이를 원용하여 AI 관련 발
명에 필수 구성요소인 데이터의 확보와 발명의 실시가능성 검증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생물 기탁제도는 출원된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에 기탁하고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 미생물 발명과 같이 AI 보호에서
도 반복재현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미생물 기탁제도와 같은 자료 등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출원인이 아닌 제3자의 실시 및 반복재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및 알고
리즘 자체의 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역시 있다. 이는 향후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나 권리
범위를 입증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학습 데이터 및 학습완료 모델 관련 기탁제도의 운용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기본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와 학습완료 모델’의 기
탁과 반복재현성에 관한 기본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된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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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필･나현, “인공지능(A.I.), 완생이 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 보고서, 디지에코, 2016, 5면; 장윤옥,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가져
올 변화”, 「철도저널」 제18권 제1호, 한국철도학회, 2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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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거래제도 구축의 필요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은 양질의 데이
터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린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들은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
해 양질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내수공업처럼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수
집･생산하는 데이터만으로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500억 달러에 달한다. 액시엄(Acxiom), 엡실론(Epsilon)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이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데이터 브로커 기업 외에도,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을
보유한 클릭(Qlik)이 주요 35개국의 기업 재무정보, 주식시세정보, 인구･산업통계정보 등을 분석
한 데이터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에게 판매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데이터 활용 스타
트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7대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데
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전략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현재 IoT 기술의 핵심인 센서 분
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독식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IoT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을
강화해 자연스러운 데이터 거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4년부터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산업발전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따라 혼합국
유기업 형태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인 귀양 빅데이터거래소, 상해 데이터거래센터 등을 구축･운영
중이다. 귀양 빅데이터거래소의 경우 2018년 5월 기준으로 약 3억 위안(약 505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데이터 유통 플랫폼(GBDEX) 운영을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의 거래뿐만 아니라 데이
터 가공이나 가치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를 가공하는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 가공 전문 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데이
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한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1,302개 사업체 중 약 44.3%가 데이터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데이터 거래 경험
이 있는 사업체들의 데이터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데이터 판매가 18.8%로 나타났고, 데이터
판매 및 구매도 같이 하는 기업은 13.7% 그리고 데이터 구매만을 하는 업체는 11.8%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산정(37.4%)을 비롯하여 데이터 거래 절차 및 방법 미숙(7.7%),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유통 및 활
용 시 법률 지원(1.1%) 등의 의견이 있었다.88) 또한 데이터 산업에서의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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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으로 기술개발,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89)
이와 같이,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데이터 거래유형이나 거래조건,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등 데이터 거래에 필요한 필수 계
약조건 등 실질적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요국의 데이터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일본만이 AI･데이
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거래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
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88)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데이터산업현황조사, 136면~138면 참조.

8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앞의 보고서, 142~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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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분석

1. 제정 배경 및 연혁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7년 5월 ‘데이터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ver 1.0’을 발표한
후, 2018년 6월 AI편을 추가하여 전면 개정하였다. (구)가이드라인 ver 1.0은 데이터에 한하여
다소 간단한 형태의 계약 가이드라인(40페이지)이었으나, (신)가이드라인 ver 1.01은 AI편과 데이
터편으로 구분하였고 총 350페이지가 넘을 만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데이터 거래실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IoT나 AI 기술 등의 활
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제･개정되었다. 주요 논점은 이하와 같다.
표 4-1 개정 일본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의 주요 논점
순번

내용

①

AI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실무를 새롭게 추가함

②

계약의 다양한 옵션과 모델 계약의 예시를 제시함

③

구체적인 이용 사례를 다수 포함함(구 가이드라인 2개 → 신 가이드라인 10개)

④

해외 데이터 이전규칙(중국 사이버법, 유럽 GDPR) 등 국제 거래에 대한 대응도를 기재함

⑤

신계약 가이드라인에 ‘AI 개발 계약(AI 기술특성과 개발 방식을 상세히 해설)’, ‘AI 이용 계약’을 추가함

⑥

‘데이터 공용형 계약(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공용을 하는 유형)’, ‘데이터 제공형 계약(보유하는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유형)’을 확충

2. AI편
(1) 개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AI편은 ‘AI 기술’90)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AI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된 모델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91)

90)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하게 하는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91)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AI編), 2018. 6, 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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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AI 기술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로서 최근 급속히 발전 및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과 관련해서 ① AI 기술의 특성을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② AI 소프트웨어에 대
한 권리･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③ 유저가 벤더에 제공하는 데이터에 높은 경
제적 가치와 기밀성이 존재하는 경우, ④ AI 소프트웨어의 개발 이용에 관한 계약 사례가 확립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① AI 기술의 특성을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AI 기술의 기본적 기술사상
은 데이터에서 결론을 추론하는 귀납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기존 연혁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술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또한 AI 기술의 특성으로서 유저(개발을 의뢰하
는 사람)로부터 벤더(개발자)에 대해서 대량의 업무상 데이터 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특성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전형적인 예: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에 있어서 기
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른 특징으로 (ⅰ) 계약 체결 시에는 학습완료 모델의 내용 및 성능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ⅱ) 그 내용 및 성능 등이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의존하고 있는
점, (ⅲ) 그 생성에 있어서 특히 노하우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 및 (ⅳ) 각종 생성물에 대한 재이용
수요가 한층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기존의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타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이러한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AI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책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
서는 예를 들어 학습완료 모델을 구성하는 학습완료 파라미터에 대해서 저작권이 생기느냐 하는
점에 대해 확립된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
어, 유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벤더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가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
가 데이터에 기인하는지, 프로그램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유저와 벤더가 어떻게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
③ 유저가 벤더에 제공하는 데이터에 높은 경제적 가치와 기밀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
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유저는 데이터나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가치 저하나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벤더는 지식재산을 유저에게
이전함으로써 스스로의 사업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나 노하우 유출을 염려하는 일이 적지 않다. 거
기서, 이러한 데이터나 노하우의 취급을 둘러싸고, 비밀유지나 권리관계의 귀속 등 여러 사항들이
문제된다.
④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 사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AI
기술 방법이 실용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당해 AI 기술의 가격 등 가치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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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권리관계나 책임소재에 대해서 당사자가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를 강요
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이익 조정의 해결 방법 역시 널리 알려지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상의 상황에서 AI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이 저해되어 사람들이 AI 기술이 사회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누릴 수 없게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 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92)

2) 방향성
이 가이드라인(AI편)은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용의 계약에 대하여 이하의 방향으로 해결방
법을 제안하고 있다.
① AI 기술의 특성을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AI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
명하고 계약 당사자가 AI 기술에 대해서 공통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②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책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권리･책임 관계를 정하며, 권리의 귀속뿐만 아니라 성과물이나 데이터
에 대한 이용조건을 세밀하게 설정하여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로 모델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
③ 유저가 벤더에 제공하는 데이터에 높은 경제적 가치와 기밀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가
이드라인(AI편) 및 모델 계약은 위와 같이 성과물이나 데이터에 대한 이용조건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틀을 제시하면서, 이용조건에서 당사자의 상황이나 제공하는 데이터의 성질을 반
영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유저의 데이터 취급에 대한 요구와 벤더 성과물의 유효 활용에
대한 요구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④ AI 소프트웨어의 개발 이용에 관한 계약 사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가
이드라인(AI편)이 계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고, 모델 계약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사
례의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93)

3) ‘탐색적 단계형’의 개발 방식 모델 계약
이 가이드라인(AI편)은 AI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탐색적 단계형’의 개발 방식을 만들
고, 그 다음 각 단계에 대한 모델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92)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AI編), 2018. 6, 1頁, 2-4頁.

93)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4-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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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AI편)에서는 AI 기술의 특징으로서 예를 들어, 학습완료 모델의 내용 및 성능
등을 계약 체결 시에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과 그 내용 및 성능 등이 학습용 데이터 세트
에 의존하는 점을 바탕으로 개발 프로세스에 ① 학습완료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관리 단
계, ② PoC 단계, ③ 개발 단계, ④ 추가 학습 단계를 두어 단계마다 AI 기술에 의해서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이들의 검증과 당사자 상
호 간의 확인을 얻으며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세스인 ‘탐색적 단계형’을 도입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다. 이 ‘탐색적 단계형’의 개발 방식은 최초로 요건 정의를 굳히는 워터폴형 방식과 달
리, 시행착오형의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 방식이다.
‘탐색적 단계형’의 개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성과물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나, 개발 실패에 의한 리스크를 한정할 수 있음에 따라 성과물의 정의나 리스크를 둘러싼
논의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당사자도 비교적 부드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94)

(2) AI 기술에 대한 해설
1) 기본 개념
(가) AI 기술이란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AI 기술’을 “어느 데이터 중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에 근거
하여 미지의 데이터에 대한 추측 또는 예측 등을 실현하는 학습 수법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에 이용되는 통계적 기계 학습 수법을 도입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존의 소프
트웨어 개발이 연역적인 개발방법이 이용되는 데 반해, 실제로 관찰되는 사상(예를 들어 학습용
데이터 세트)을 이용한 귀납적인 개발방법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나) 실용화 과정

① 학습 단계
학습 단계는 센서나 카메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 수집, 축적된 ‘로 데이터’로부터, 최종적 성
과물로서의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이다. 게다가 학습 단계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생성 단계와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단계로 나뉜다.
로 데이터는 결측치나 빗나간 값을 포함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는 학습을 실시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로 데이터를 적절히 가공할 필요가 있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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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생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로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가공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단계
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학습용 데이터 세트 중
에서 일정한 규칙을 추출한다. 이에 대해,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통계적 성질을 반영하는 ‘학습완
료 파라미터’를 포함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그램에 장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로서의 학습완료 모델(추론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95)
② 이용 단계
이용 단계는 학습완료 모델에 “입력(인풋)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출력으로서 일정한 결과 (AI
생성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이다. 이에 따라 AI 소프트웨어에 의한 추론(AI 생성물의
출력)이 실현된다.
(다) 기본 개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용화 과정을 전제로서 ‘로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세트’, ‘학습완료 모
델’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습완료 모델’이란 실무상, 극히 다의적
으로 이용되고 있고 확립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전형적인 ‘학습완
료 모델’이 나타내는 정의에서 벗어난 것 같은 모델이 성과물로서 생기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의 범위(성과물)가 ‘학습완료 모델’로서 (정확하게는 생성되는 성과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학습완료 모델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종 논점(권리 귀속, 이용조건의 설정이나 책임의 분배 등)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에 있어서 이용되는 ‘노하우’라는 단어도, 다의적인 것
으로부터, 역시 당사자 사이에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5)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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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징
(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비교했을 경우의 AI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96)

① 학습완료 모델의 내용･성능 등이 계약 체결 시에 불명료한 경우가 많음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사전에 개발 대상물의 파악이 가능하고 동시에 그 동작 원리도
직감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한편, 학습완료 모델 생성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 세트라
고 하는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얻은 통계적 성질에 근거하여 미지의 대상에 대한 법칙을 추측한다
고 한다. 귀납적인 접근 방식이 선택되고 있는 성질상 AI 기술에 숙달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추측
대상이 되는 미지의 모든 현상을 예측해 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2개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 사전 성능 보증이 성질상 어렵다. 학습완료 모델 생성에 있어서, 미리 준비된 학습용
데이터 세트로부터 사용자 또는 벤더가 요구하는 작동, 정밀도 및 전제조건 등을 만족시키는 학습
완료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개발 대상 확정의 곤란
함).
구체적으로는 준비된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서는 유효한 함수로서 추출하는데, 데이터의 수가
부족한 경우나, 데이터의 질(통계적 바이어스가 과다한 경우, 노이즈를 많이 포함하는 경우 등) 등
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학습완료 모델은 어디까지나 준비된 학습완료 모델의
통계적 성질에 근거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 세트 이외의 미지의 입력에 대한
작동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에 있어서는 계약 시점의 성능 보증이
곤란하다(성능 확정･보증의 곤란함).
두 번째, 사후적인 검증이 곤란하다. 학습완료 모델에 의한 추론 결과가 기대된 정도를 달성하
지 않는 경우, 현시점의 기술 수준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품질(성질)의 문제인지, 인위적으
로 설정된 파라미터(하이퍼 파라미터)의 문제인지, 혹은 실행된 프로그램에 패턴이 있는지 등 그
원인을 분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검증이 어렵고, 만족스러운 성능의 학습완
료 모델을 생성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
② 탐색적인 접근 방식이 선택되기 쉬울 것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에 있어서 실제로 벤더가 부담하는 공정으로는 학습을 실시하는 전 단계
의 데이터 가공이나 조정(학습용 데이터 세트 생성)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학습 그 자체는 학습 프로그램에 의해 반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학습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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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모델의 생성에 대해서는 탐색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으로, 유저가
만족하고 제대로 된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한다고 하는 수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③ 학습완료 모델의 내용･성능 등이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의해서 좌우됨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은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통계적 성질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
능은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의존하게 된다. 정밀도가 높은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 및 벤더 쌍방이 이러한 학습완료 모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④ 노하우의 중요성이 특히 높음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이용 과정에서 유저 및 벤더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이용되어 최종적으
로 생성되는 학습완료 모델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달리, 예를
들어 로 데이터의 취득,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생성, 학습 수법의 선택･조합 등에 관한 프로세스
에서도 새로운 노하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⑤ 생성물에 대하여 더 많은 재이용 수요가 존재할 것
학습완료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거
나 정밀도를 높인 새로운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
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측면에서 연구 개발 혹은 상업 목적으로의 재이용이 가능하다(재이용 모델
의 생성, 증류 모델의 생성, 학습 등). 즉,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서는 상정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생성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 조정의 필요가 생긴다.
(나) 학습완료 모델 특성 이해의 필요성

이러한 학습완료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용자 및 벤더 쌍방 모두에 대해 매우 중요하
다. 즉,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에 이용하는 데이터는 물론, 적용의 조건이나 추측하는 대상을 이해
함으로써, 처음으로 높은 정밀도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의 올바른 협력 관계가
없으면, 사업상 유용한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할 수도 없고, 또,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 한편, 기존
의 연역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귀납적인 접근이
유효한 일도 적지 않다.
유저는 자신이 상정하는 사업 전개에 있어서, 학습완료 모델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성질을 근거로 하거나 리스크를 고려해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유저(및 벤더)는 기존의 연역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생성된 소프트웨어의 성질과 귀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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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에 의해 생성된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학습완료 모델)의 성질을 함께 이해한 후에, 그
필요한 정도나 조건 등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97)

(3) Al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을 둘러싼 계약 현황98)
1) 상정하는 계약 유형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소프트웨어에 관한 계약 유형으로 ① 학습완료 모델 생성을 실시하는
‘개발’형과 ② AI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형을 상정하고 있다.

2) 계약에 관해 문제되기 쉬운 사항
일반적으로, 어느 계약 유형에서도 유저가 벤더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이 많다. 또한
예를 들면, 유저가 ‘학습완료 모델을 경쟁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데 비
해, 벤더가 ‘학습완료 모델에 관한 권리는 개발 주체인 자사에 귀속시켜 같은 학습완료 모델을 일
정한 범위에서 타사에도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는 이하와 같다.
첫째, 로 데이터의 특유 문제(품질, 데이터 제공의 가부･지연 등), 둘째, AI 기술을 이용한 소
프트웨어 특유 문제(완성의 여부나 완성 의무의 유무, 소프트웨어의 품질 등), 셋째, 지식재산권의
귀속･이용조건에 관한 문제(성과, 개발 도중에 생긴 지식재산, AI 생성물 등), 책임에 관한 문제99)

3) 계약 검토 관점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관해서는 AI 기술
의 특성을 전제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시에 각 당사자가 무엇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 또, 리스
크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거로 해 계약에 의한 합의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이들 계약의 대상에 대해서 계약이 없으면 법률상 어떠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고, 스스로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 내용을 검토･협의하게 된다.

97)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22頁.

98)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23頁.

99)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2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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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리100)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이용에 있어서는 로 데이터, 입력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세트, 학습용
프로그램, 학습완료 모델, AI 생성물, 노하우 등에 대해서 권리귀속이나 이용조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대상은 법적으로 데이터, 프로그램 및 노하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데이터
로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세트 등의 데이터는 무체물(정보)이기 때문에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 데이터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
지만 그것들 이외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에 대해서 법률상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규정이 없는 한 데이터의 공개를 받은 사람 등, 데이터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을 제한하고 싶다면, 계약에서 명시적으
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② 프로그램
학습용 프로그램이나 추론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부분은 프로그램의 저작물로
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또 특허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물건(프로그램)의 발명’ 등으로서 특허
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창작자
및 발명자이므로, 벤더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미치는 장
소일 경우, 일차적으로는 그 지식재산권은 벤더에게 귀속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 후에 유저가
벤더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그 이용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벤더와
유저와의 사이의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③ 노하우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무체물(정보)이며,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주로 영업비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노하우의 이용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와 같게 생각할 수 있다.
(나) 책임에 관한 관리101)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하여, 예를 들어 개발이 무산되거나 학습완료 모델에 의한

100)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24-28頁.

101)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27-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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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한 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는 ① 채무 불이행(계약
에서 합의된 채무의 이행이 있는지 여부) 여부와 ② 오류로 인해 생긴 결과를 당사자에게 귀책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채무 불이행의 여부는 일반적으로는 AI 기술의 특징에 비추어 벤더가 일정한 결과를 약속
또는 보증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벤더의 채무 불
이행과 일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② 오류로 인해 생긴 결과를 귀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의･과실 등의 귀책성과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책임 분배에 관한 규칙을 계약에 명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약 내용의 결정
(가) 권리 귀속 및 이용조건의 설정

① 지식재산권 대상의 정리
AI 기술의 개발에서는 개발에 의해 생성되는 것 중에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대상이 되는 것
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 중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의 발
생, 귀속, 내용 등에 관한 규범이 법률의 기본 규범으로서 정해져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지식
재산권 권리 귀속 및 이용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확
한 기본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
용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계약에 있어서의 고려요소
권리 귀속이나 이용조건의 설정은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생성･작성에 기여한
정도(기여도)를 주된 기준으로 해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서로 잘 이해하고, 이용조건을 세세하게 설정함으로써 적절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 귀속에 반드시 구애되지 않고, 이용조건에 대해서
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조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저 측, 벤더 측 각각의 관점에서, ① 특별 목적으
로 이용, ② 제3자에게의 공개, ③ 이용허락 등의 이용범위별로 이용대상･형태･지역, ④ 독점/비
독점, ⑤ 기간, ⑥ 대가 등의 요소를 예로 들며 주요 협상 포인트도 표시하고 있다.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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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분배103)

①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은 ‘탐색적 단계형’의 개발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개발
된 학습완료 모델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서도, 유저와 벤더에 있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
가능한지, 무엇을 개발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 성과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보수 등을 지불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 둘 필요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단계에서는 학습완료 모델의 동작 등에 오류나, 당사자가 기대 또는 만
족하지 않는 결과가 생겨 유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등에,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
지가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이용 방식과 제공 형태도 감안해 당사자 사이의 계
약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독점금지법상의 문제
계약 당사자 간에 사실상의 우월관계가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계약조항 등이 강요되는 경우나
배타조건부 거래나 구속조건부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이나 하도급법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AI 소프트웨어의 개발 계약
1) AI 소프트웨어의 개발 계약이란
AI 소프트웨어의 개발형 사업 모델에서는 벤더가 학습용 프로그램이나 학습완료 모델을 포함
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유저 등의 위탁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실무상에서는
벤더가 학습완료 모델을 개발하여 유저 등의 위탁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유형이 범용
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가이드라인(AI편)에서는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생성)의 개념
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의 고려 사항 등을 해설하고 있다.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에 대해서는 ① 학습완료 모델만 생성하는 유형, ② 학습 완료 모델을 포
함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유형 및 ③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을 재수탁받은 유형이 있다.

103)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32-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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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방식
(가) 학습완료 모델 생성에 적합한 개발 방식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① 워터폴형과 ② 비워터폴형(프로토타입형 등)으로 분류
된다.
① 워터폴형은 소프트웨어의 사양 등을 개발 초기에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이며, 후에 사양 등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학습완료 모델을 생
성하는 경우, AI 기술의 특성으로부터 그 개발 과정은 필연적으로 탐색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시행착오를 몇 번이고 거듭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워터폴형의 개발은 실태에 맞지 않는 경우
가 많다.
② 비워터폴형은 워터폴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발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쟈일형 개발은
기능 단위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법이며, 개발 프로젝트 전체에 공통되는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별 개발 대상이 확정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비워터폴형 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하고, 그 개발 프로세스를 따로 독립한 복수의
단계(계약)로 나누어 탐색적으로 개발하는 ‘탐색적 단계형’의 개발 방식을 채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발의 각 단계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발을 여러 단계로 나눔으로써 ① 각 단계에서의 달성 목표가 확실해지고 유저와 벤더 간의
각 이야기가 촉진되어 최종 성과물이나 학습 후 모델에 대한 인식을 합칠 수 있고, ② 충분한 성능
을 갖춘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개발을 중단함
으로써 그 이상의 손실 확대를 막고 리스크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나) ‘탐색적 단계형’ 개발의 각 단계

① ‘평가 단계’는 벤더가 유저와의 사이에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유저로부터 일정량
의 데이터(예를 들면 유저 측에서 그만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령하고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동시에, 성과물로서는 리포트가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 검증에 즈음해서는 사업상의 과제나 KPI 등이 중요하고, 이것들이 분명해져 처음으로,
유저가 벤더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관련된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지,
부족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수집 가능한지 등의 사항을 유저와 벤더 간에 협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사업상의 과제나 KPI의 설정은 유저의 사업내용과 관계되므로, 유저의 적극적인 관여가 중
요해지고 있다.
② ‘PoC(Proof of Concept) 단계’는 사용자 또는 벤더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후

54

제4장

｜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이슈

모델을 생성할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이다.
평가 단계와 달리, 기본적으로는 유저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새롭게 생성된 일정한 최적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및 기능 향상 작업을 실시하여 사후 개발의 가부나 타당성
을 검증한다. 검증 결과는 리포트에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습완료 모델의 파일럿 테스트
가 실시될 경우에는 성과물로서 학습완료 모델이 생성되기도 한다.
PoC 단계는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이 시행착오를 불가피하게 수반된 것으로부터 1회에서 끝내
지 않고, 여러 번 실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③ 개발 단계에의 이행이 상정되어 있기 때
문에, 각각의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③ ‘개발 단계’는 실제로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④ ‘추가 학습 단계’
벤더가 납품한 학습완료 모델에 대해서 추가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단계이
다.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한 벤더가 추가 학습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다른 벤더
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적인 운용과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3) 계약의 고려요소
(가) 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무엇보다,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습완료 모델 생성의 각 단계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준위임형의 계약이
그 실태에 익숙해지기 쉽다.
(나) 계약에 있어서 교섭 포인트와 유의점

① 로 데이터
공개의 목적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 범위를 넘는 데이터의 제3자에게 공개 및 이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를 계약에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를 받는 당사자가 그 범위를
넘는 이용을 바라는 경우에는 로 데이터 이용의 목적, 시기, 범위, 대가 등을 충분히 검토･협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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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용 데이터 세트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생성 주체는 합의에 의해 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 생성은 벤더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경우 관련 정보를 데이터에 주석으로 부여하는 것 등을 벤더
가 제3자에게 위탁할 때는 사용자로부터 이를 위한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다.
로 데이터의 수집･축적과 이에 대한 일정한 처리･가공에 각각 상당한 비용･노력이 투하되어
생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계약상의 권리 귀속이나 이용조건은 교섭상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벤더와 유저의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예를
들면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대해 계약의 목적 외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한편, 그 생성에의 투하
비용 등은 별도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기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생성 후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분석으로부터 학습완료 모델 생성의 노하우 등이
해석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계약상의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③ 학습용 프로그램
학습용 프로그램의 작성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로서 제공되고 있는 기계 학습 라이브
러리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학습용 프로그램의 권리 귀속이 교섭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적을 것이
다. 무엇보다도 그 이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목적에 적합한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에는 구체적인
빙법의 선택 등에 고도의 노하우가 요구된다. 벤더가 작성한 학습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을 유저
에게 이용시키는 것의 가부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조건이 당사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학습완료 모델
학습완료 모델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이나 이용조건은 교섭상의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그
귀속은 학습용 데이터 세트 또는 로 데이터를 제공한 당사자와 학습용 프로그램을 작성･실행하여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한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 문제되기 쉽다. 이 경우에는 여러 법적 문제를 충
분히 검토한 후에 이용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 학습완료 모델에서는 벤더의 노하우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
한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판독 가능한 방법으로 학습완료 모델을 제공하는 것의 여부는 그 영향
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에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습완료 모델의 재이용에 의해 이것과 다른 학습완료 파라미터 등을 가지는 학습
완료 모델(재이용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학습완료 모델의 재이용을 제한
하고 싶은 벤더는 재이용 모델의 생성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약에서 정하여야 한다. 무엇보
다도 재이용 행위의 특정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고, 그 입증에도 곤란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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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예방의 관점에서는, 거래의 상태나 시기, 범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⑤ 학습완료 파라미터
학습완료 파라미터는 사람들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저작권법 2조 1항 1
호)”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것에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미치는 저작물에 해당
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생성한 벤더에는 그 이용이나
관리의 자유가 원칙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벤더와 유저는 사전에 이용조건을 교섭하여 계
약에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완료 모델이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등, 그 이용의 목
적이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때에는 그 점을 계약상에 명시해야 한다.
⑥ 추론 프로그램
추론 프로그램은 학습완료 모델로부터 출력 결과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벤
더에 의한 학습완료 모델의 제공이 계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저에 의한 추론 프로그램의 이
용을 당연한 전제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⑦ 노하우
학습용 데이터 세트나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 노하우 등의 취급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
다. 학습용 데이터 세트 등의 생성 노하우의 공개는 벤더 측의 경쟁력 손실에 직결될 우려가 강한
한편, 그 공개는 AI 기술의 개발에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벤더 측은 그러한 노하우 공
개에는 신중한 경우가 많다. 한편, 로 데이터의 수집이나, 제공하는 데이터 등에 노하우가 현실화
되는 등에 대한 공헌을 유저가 주장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용조건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다.

(5) AI 기술의 이용 계약
1) AI 기술의 이용 계약이란
AI 기술에 관한 사업 모델로서는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 외에 학습완료 모델 등의 AI 기술을
벤더가 제공하고, 유저가 이것을 이용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하 ‘AI 기술의 이용 서비스’라 함)
이 있다. 현재, AI 기술의 이용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어렵지
만, 예를 들어 벤더가 기존의 학습완료 모델을 제공하고, 유저가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나, 벤더가
학습용 프로그램 등, 학습완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외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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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것을 이용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AI 기술의 이용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이하에서는 벤더가 학습완료 모델을 제공하고
유저가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이하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라 함)를 전제로 설명한다.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에서는 유저가 자기의 데이터를 벤더의 학습완료 모델에 입력하
여 출력 결과인 AI 생성물을 얻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상정된다. 무엇보다 서비스에 따라서는 벤
더가 가지는 학습완료 모델이 그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개별 필요사항에 맞춰 상업화
되는 경우나, 학습완료 모델에 더해져 관련된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 서비
스나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라고 한다) 등을 조합해 제공되거
나 그 밖에 학습완료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결과에 근거해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2)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
(가) 서비스 이용 방식과 제공형태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에는 벤더의 환경에 있는 학습완료 모델에 유저가 인터넷을 통해
서 액세스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형이 적지 않지만, 유저의 환경에 학습완료 모델을 설치해
이용하는 온프레미스형도 있다. 이와 함께, 온프레미스형의 경우도, 학습완료 모델은 시스템에 내
장된 다음 제공되는 등 재이용이 곤란한 형태로의 제공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에서는, 학습완료 모델로부터 출력된 결과인 AI 생성물이 유
저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AI 생성물을 이용해 학습완료 모델을 재이용하는 것이 기술적으
로 가능하므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이용을 막기 위해, AI 생성물 그대로의 형태로 제공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과 조합해 얻은 결과나, 이를 바탕으로 벤더가 작성한 리포트 등이 유
저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 계약 형식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에 있어서, 유저는 벤더와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학습완료 모
델 등에 대해 일정한 이용권을 얻게 된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
만,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과 온프레미스형 서비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
스 계약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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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에 있어서 고려사항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 관련 계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제공을 상정한 일정한 범용성이 있는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
비스에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업자에 의해 서비스 이용약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에 대해 개별적인 교섭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
만, 이하의 각 사항에 대해 이용약관에 대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리스크나 대
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가) 상업화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에 학습완료 모델의 상업화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의 경우와 같이,
커스터마이즈에 이용된 로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세트, 커스터마이즈된 학습완료 모델 등의 권리
귀속이나 이용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커스터마이즈에의 기여도나 데이터의 성질
등을 고려한 다음,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 권리 귀속이나 이용조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나) 입력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수반해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의 법률상의 취급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을 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입력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
으로 벤더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이용 범위, 데이터 수집에 드는 비
용의 부담, 데이터의 민감도, 서비스 제공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특별한 목적에 대한 데이터 이용에 걸리는 양자의 이익 조정의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
어, 데이터의 이용 목적이나 이용 형태를 한정하는 등의 제한을 붙이는 방법이나, 목적 외 이용을
승낙한 유저의 서비스 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이용 모델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 추가 학습을 하는 것도 가능하
다. 추가 학습에 의해 재이용 모델이 생성되었을 경우, 그 권리 귀속이나 이용조건에 대해서도 서
비스 이용계약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이용 모델이 제3자에 대한 서비스에 이용되
는 경우, 입력 데이터의 민감도나 유출의 리스크, 추가 학습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의 부담 등을 고
려한 후, 권리 귀속이나, 제3자에 대한 서비스에의 이용의 가부 및 그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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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I 생성물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서비스에 있어서 유저에게 제공되는 AI 생성물 외의 성과(이하 ‘AI 생성
물 등’이라 함)의 권리 귀속이나 이용조건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계약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기본적으로는 AI 생성물 등의 작성에 걸리는 기여도나 데이터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AI 생성물 등이 음악, 화가, 소설일 경우 등 저작물과 같은 외관을 가
질 경우, 그 자체에 당한 시장가치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 국제적 거래의 관점

AI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계약에 있어서 고려 사항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인정
받지만, 한편으로 국제계약 특유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준거법, 분쟁해결수단 등 국제계약의 일반적인 틀에 맞춰 학습완료 모
델의 생성 및 이용에 대해서 ① 데이터의 취득･생성, ② 학습완료 모델 생성, ③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 각각의 장면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유럽 및
중국법의 법리를 개설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설은 어디까지나 개요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현지 전문가의 견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모델 계약
1) 규정
이 가이드라인(AI편)은 AI 소프트웨어의 개발 계약 및 AI 기술의 이용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AI편)에서는 개발 과정을 ① 평
가 단계 ② PoC 단계, ③ 개발 단계, ④ 추가 학습 단계의 여러 단계로 나누는 ‘탐색적 단계형’
개발 방식을 제창하고 있으며, 그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해 작성한 모델 계약(이하 ‘모델 계약’ 이
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AI 기술의 이용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형태가 다양하나, AI 기술
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모델 계약을 제시하고 있
지 않다.

2) 이용 시 유의점
이 가이드라인에서 모델 계약은 AI 기술의 특성을 토대로 한 AI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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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참고로서 제시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모델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
하거나 수정을 더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델 계약은 일정한 전제를 두고, 당사자 문의가 놓여 있는 특정 황을 가정한 후에 작성된 것
으로, 최대 공약수와 같은 것이다. 즉, 전제가 다르면 계약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으로, 당사자가
놓인 황 등을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AI
기술의 진전이나 실무에 맞추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일도 정된다.
덧붙여 데이터의 취급에 대해 비교적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만약, 당사자가 AI 소
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취급(예를 들면 개발에 즈음해 유저가 벤더에 제공하는 데이
터의 취급)에 대해 보다 세세한 결정을 원한다면, 이 가이드라인(데이터편)의 계약조항 예시를 참
조하는 것을 더해 데이터 취급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데이터에 관한 보다 세한 규정을
모델 계약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징
모델 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탐색적 단계형’ 개발 프로세스에 따랐다. 3종류의 계약서(비밀 유지 계약서 도입 검증 계약
용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② 유저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보호와 이익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규정
을 충실하게 했다.
③ 성과물 등의 취급에 대해서 권리 귀속뿐만 아니라 이용조건을 세세하게 설정함으로써 유저
와 벤더의 이익 조정을 도모하는 틀을 제시했다.
④ 벤더는 성과물의 완성 의무와 성능 보증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4) 각 모델 계약
각 모델 계약에 있어서 존재하는 전제나 유의점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 단계: 비밀유지 계약서

평가 단계에 있어서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케이스를 정하고 있다. 비밀유지 계약서의
모델 계약은 유저로부터 한정적인 샘플 데이터를 수령해, 단기간에 AI 기술의 도입 가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것과 검증 결과를 기재한 간단한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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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oC 단계: 도입검증 계약서

PoC 단계에서는 도입검증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PoC 단계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이 가이드라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도입검증 계약서의 모델 계약은 이하를 전제
로 하고 있다.
① 계약 당사자: 유저와 벤더(유저나 벤더의 기술 수준이나 기업 규모는 묻지 않는다)
② 계약의 법적 성질: 준위임형
③ 시기: PoC의 초기 단계
④ 업무내용: 일정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과 정확도 향 작업을 실시해
개발의 가부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해, 성과로서 검증 결과를 정리한 레포트 작성하는 것.
실제로는 PoC의 후기 단계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 완료 모델의 테스트를 포함
한 검증을 실시하여 성과물로서 학습 끝난 모델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례는 개발 단
계에 가까워 개발 계약에 있어서의 권리 귀속이나 이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PoC 계약에 포함시키
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다)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서의 모델 계약은 이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① 계약 당사자: 유저와 벤더(유저나 벤더의 기술 레벨이나 기업 규모는 묻지 않는다)
② 개발 모델: 비워터폴 모델
③ 대상 시스템: 기계 학습을 이용한 특정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의 개발
④ 계약의 법적 성질: 준위임형
⑤ 시기: 개발 단계
⑥ 업무내용: PoC 단계를 거쳐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습완료 모델에 대해서 유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벤더가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생성한 후에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여 유저에게 해당 학습완료 모델을 제공하는 것.
모델 계약은 학습완료 모델만 개발하는 경우를 정한 심플한 계약이다. 그러므로 기본계약과 개
별계약으로 나누지 않았다. 일정 이의 규모를 가진 시스템의 일부로서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나누거나, 시스템 개발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통적
인 시스템 개발계약에 필요한 조항의 적절한 이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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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 학습 단계

추가 학습 단계의 모델 계약에 대해서는 학습이 끝난 모델을 포함한 성과물 등의 이용조건 설
정이나, 그때 생성된 재이용모델의 권리･책임관계에 관한 규정 마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의 모델 계약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상정되기 때문에, 추가
학습 단계에 대해서는 모델 계약을 작성하고 있지 않다.

3. 데이터편
(1) 개요
데이터편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촉진 목적과 그 과제 등을 서술하고,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
약(이하 ‘데이터 계약’ 이라함)을 검토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법적 개념과 제도를 개략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거기에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의
3가지 형태로 나누고, 계약을 체결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
다.104)

(2) 기본 방향
데이터 계약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많은 경우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공･분석 등을 행한 결과를 사업 활동에 이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때문에 데이
터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능력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이용을 촉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데이터의 복제나 유통은 일반적으로 용이하며, 데이터 계약의 체
결에 있어서 데이터에 포함되는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또 그에 따른 경쟁력 저하나 개인
의 권리침해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데이터 편에서는 당사자가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올바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데이터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써, 데이터 편에
서는 데이터 계약을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배후관계를 분석하고, 개별의 구체적
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의 옵션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104)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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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제공형’ 계약
1) 의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 제공형’ 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일방 당사자(데이
터 제공자)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태에 근거한다. 즉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 해당 데이터에 관한 상대
방의 이용 권한과 그 외 데이터 제공조건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계약이다.
그림 4-1 ‘데이터 제공형’ 계약 형태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AI･데이터 가이드라인(데이터편), 2018, 49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이용 권한’이란 데이터의 이용권, 보유･관리와 관련된 권리, 복제를
요구할 권리, 판매･권리부여에 대한 대가청구권, 제거(消去)･공개･정정 및 이용정지청구권 등의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①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제공형’ 계약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
② 데이터 수령자: ‘데이터 제공형’ 계약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령하는 당사자
③ 제공 데이터: ‘데이터 제공형’ 계약에 있어서,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데이터 수령자에 대해서
제공되는 데이터
④ 파생 데이터: 제공 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에 의해서 새롭게 생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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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유형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유형을 데이터의 양도, 데이터의 라이선스(이용허락),
데이터의 공동이용(상호이용허락)의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모델 계약서안 제3조).
(가) 데이터 양도

데이터는 무체물이며 민법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데이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
에서의 양도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데이터 양도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
는 지위와 함께 해당 데이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수인에게 이전시키고 양도인은 해당 데이터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실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의 양도는 양도 대상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을 성립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 있는 것을 피하기 위
하여 당해 데이터에 관계된 지식재산권도 양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 체결
후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 데이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실하고,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를 부담하는 유형을 ‘양도’로 정리하고,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일정한 범위에
서 라이선시에게 주는 유형을 ‘라이선스(이용허락)’로 정리하고 있다. 데이터 양도 유형은 그다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나, 이 가이드라인은 두 유형을 나누고 있다.
(나) 데이터 라이선스(이용허락)

데이터의 라이선스(이용허락)란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일정한 범위에
서 라이선시에게 부여하지만, 라이선서는 제공 데이터에 관한 모든 이용 권한을 잃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의 라이선스(이용허락)에 있어서는 해당 라이선스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 거듭 제공 데
이터를 허락할 권리를 유보해야 하는지(비독점), 아니면 해당 라이선시에 독점적으로 해당 데이터
를 이용시킬 것인지(독점)도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델 계약서안 제3조)
(다) 데이터의 공동이용(상호이용허락)

데이터의 공동이용(상호이용허락)이란 계약 당사자가 양자(갑과 을)의 경우라면 갑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계약에 의해서 그 이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주고, 한편 을이 보유하는 데이
터에 대해 계약에 의해서 그 이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공동이용(상호이용허락)은 계약 당사자가 3 당사자 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데이터의 공동이용(상호이용허락) 유형에서는 갑과 을이 각각의 데이터를 상대방이 이용하
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있어서 갑과 을 각각의 데이터의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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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 데이터의 분별관리를 규정하거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종업
원을 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제공 데이터에 관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주요 법적 논점
(가) 파생 데이터 등의 이용 권한의 유무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데이터 수령자가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통해서 활
용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성과물로서는 ① 제공 데이터를 가공, 분
석, 편집, 통합 등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파생 데이터, ② 제공-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한 것으로 창출된 지적 재산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파생 데이터란 데이터 수령자가 ‘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계약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함으로써 최초로 생긴 데이터이며, 바꾸어 말하면 데이터 수령자의 행위(가공, 분
석, 편집, 통합 등) 없이는 생길 수 없었던 데이터이다. 이 경우, 통, 데이터 수령자는 해당 파생데
이터를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적어도 데이터 수령자는 해당 파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가 많다. 무엇보다, 해당 파생 데이터의 이용권한이 데이터 제공자에게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에서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데이터 수령자가 제공 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령자
가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제공 데이터에 근거해 창출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라서 규율된다. 그러나 귀속을 당사자가
변경하는 것이라면, 후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공 데이터로부터 생긴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서도 계약안에서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과 같이, 데이터 수령자가 데이터 제공자에 의한 파생 데이터의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나, 제
공 데이터로부터 생긴 데이터 수령자에게 귀속하는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타 제공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 이용의 범위나 이용 시의 대가의 유무 등에 대해서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의 유무 및 제공 데이터에 근거하여 발생한 지식재산
권의 귀속에 대해서 다양한 계약조항이 있으므로 모델 계약서 안에서는 ① 데이터 제공자에 파생
데이터 등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② 데이터 제공자에 파생 데이터 등의 이용을 비 독점적
으로 허락하는 방안, ③ 파생 데이터 등의 이용 권한의 유무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않고
별도 협의에서 정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모델 계약서안 제11조).
이와 함께,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 데이터의 분석 등에 의해서 창출된 데이터 수령자에게 귀속
하는 즉,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 데이터의 분석 등에 따라 창출된 데이터 수령자에게 귀속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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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산권이나 파생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수령자에 대한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 허
락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경우, 독점 금지법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 제공 데이터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책임
‘데이터 제공형’ 계약에서 제공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 불완전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계약목적에 대한 적합성이 없음), 제공 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제3자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제공 데이터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수령
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데이터 제공자에 대해서 제공 데이터의 품질 등에 대해 법
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의 정확성이란 시간 축이 어긋나고 있는 경우, 단위 변환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검사를 클리어하기 위한 데이터가 날조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완전성이란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결손이나 부정합성이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의 유효성이란 계획된 대로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
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제공형’ 계약이 유계약일 경우,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개정 후의 계약부적합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제공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문제라고 하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공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유효
성, 안전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비침해 등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질지 혹은 지지 않을지를 계약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모델 계약
서안 제5조).
다만 만일 데이터 제공자가 이러한 제공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일절 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규정을 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데이터 제공자의 고
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제공 데이터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
는 제공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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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 데이터를 이용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담
데이터 수령자가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때 제3자로부터 해당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
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제공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해 데이터 수령자
와 제3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제3자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 비용이나 배금의 부담 책임을 어떤 계약 당사자가 부담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계약에서 제공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해서 제3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법적 분쟁에 의
해 필요한 비용 및 배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계약에 위반하는 태
도로 데이터 수령자가 제공 데이터를 이용했을 경우까지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 데이터에 기인하
여 발생한 비용･배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적으로 계약서에 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공 데이터 이용에 관한 대응책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자
가 해당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지는 경우에 대한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제공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데이터 제공형’ 계약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조항이 규정됨으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데이터
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로부터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
에 대해 ‘유지보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금지 규정이 계약에 규정된 경우 그러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의무가 부과된 가공데이터를 제공받은 공작기계 제조업체는 ① 해당 데이터를 다른 제
품의 버전업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 정보 등을
제외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되는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①의 경우 ‘공작기계의 수리(보수)’와 같은 목적만으로 데이터 이용 목적을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공작기계의 유지보수’ 및 ‘신기종 개발을 포함한 버전업 등 공작기계의 성능향상’을 목적으
로 함으로써 목적 외 이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도 제공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의 경우 데이터 수령자들이 제공 데이터에서 비밀 정보를 제외한 후 제3자에 제공한다는 점
을 설명하였다고 해도 비밀정보가 제외되고 있는지 여부를 데이터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데이
터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데이터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그 결과, 데이터
의 제3자 제공은 목적 외 이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공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3자에게 제공
할 때 미리 데이터 제공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고 데이터 제공자의
비밀 정보가 제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규정을 두는 방안과 제공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3자
에게 제공했을 때 얻는 이익을 데이터 제공자에게 일정 비율로 환원하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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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이 있다).

(7) 국경을 초월한 거래 시 유의점
국경을 초월한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상대국의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나 데이터의
월경 이전 규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105) 이 가이드라인(데이터 편)에는 주요 13
개국106)의 데이터의 현지화 및 월경 이전 규제를 소개하고 있다.107)
다음으로,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준거법과 재판관할(분쟁해결 수단)을 정해 두는 것이 중
요하다. 준거법에 관해서 말하면, 데이터 보호에 관한 주요 각국의 법제도를 고려하면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재판관할(분쟁해결 수단) 관련해서도 집
행의 용이성 때문에 재판이 아닌 국제사회의 중재를 선택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만일,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했다면, 데이터의 현지화 및 월경 이전 규제에 관한 각국의 규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가 필요하다.108)

(8)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경우의 유의점
제공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한 규제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이른바 ‘통계정보’(복수인의 정보로부터 공통요소
와 관련되는 항목을 추출･집계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여서 개인과의 관계가 배척되고 있는 정보)
인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규제에 따른 대응은 불필요
하므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계정보’로서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09)
제공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원칙으로
서 미리 본인의 동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l항110)). 더구나 개인정보보

105)

데이터 현지화는 예를 들어 인터넷서비스 등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실행하는 물리적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모두를 해당 국내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 규칙이다.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이란 관점은 달리하지만, 데이터의 월경 이전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규제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EU의 데이터 보호지
침 95/46/EC, 일반데이터 보호 규칙(GDPR)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보호에 주안점을 둔 월경 이전 규제가 존재한다.

106)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유럽위원회,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한국, 중국이다.

107)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33-38頁.

108)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39頁.

109)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41頁.

110)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업자는 다음에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한 경우
2. 인간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고,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공중위생의 향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본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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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제23조 제l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데이터의 제3자 제
공에 있어서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도 불필요하다. 또 개인데이터 이전이 ① 위탁에 의한
경우, ② 사업승계에 의한 경우, ③ 공동이용에 의한 경우 해당 수령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111)).
또한 일반적인 개인 데이터라면, ‘opt-out’ 방식112)에 의한 제3자 제공이 인정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113))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실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opt-out’의 방식에 의한 제3자 제공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제공 데이터에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가공함으로써 유연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익명 가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다. ‘익명가공정보’의 골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즈
음해서는, 다른 정보로부터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어 익명가공의 방법이나 그 정
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익명가공에는 일정한 곤란이 수반된다는 것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4. 국가 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111)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5항: 다음에서 열거한 경우 당해 개인데이터의 제공을 받은 자는 전 각항의 규정의 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2. 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따라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3. 특정인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 정보는 당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취지 및 공동 이용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 범위 이용하는 자의 이용 목적 및 해당 개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해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태에 둘 경우
4.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전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용하는 자의 이용 목적 또는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태에 있어야 한다.

112)

‘옵트 아웃(opt-out)’은 ‘지역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일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후에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28).

11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 데이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
에서 같다)에 대한 본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태에 두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3자에게의 제공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것
2.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3. 제3자에게의 제공 방법
4. 본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게의 제공을 중지할 것
5. 본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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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데이터 창출형’ 계약
1) 의의
‘데이터 창출형’ 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함으로써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새롭게 창출되는 황에서 데이터의 창출에 관여한 당사자 사이에 데이터의 이용권한에 대한 결정
을 하기 위한 계약이다. 이 유형의 상대에는 예를 들어 센서 등에 의해서 감지(인식)되는 이른바
원본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 외에 그러한 데이터를 가공･분석하는 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파생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른바 커넥티드카(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를 의미함) 등이 주행할 때 자동적
으로 교통정보, 차량조작정보, 차량동작정보 등의 기타 데이터를 취득하고, 해당 데이터를 고객용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례 등114)이 있다.
그림 4-2 ‘데이터 창출형’ 계약 형태

2) ‘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과제
(가) 데이터 창출에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하지만, 이용권한의 조정을 위한 규범이 불명확함

새롭게 창출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은 당사자 간의 교섭에 의해 정해져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조정 규범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115)

114)

∙ 자동차회사 혹은 자동차 네비게이션 제조업체는 판매점(자동차 딜러, 자동차용품점)을 통하여 하드웨어 제품의 판매 사업을 전개.
∙ 한편, 하드웨어 제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서비스(탤레매틱스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탤레메틱스 사업을 전개.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자 정보, 제품의 정보, 가동정보를 취득.

115)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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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이용방법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음

IoT 기술의 보급 등에 의해 데이터의 창출이나 축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창출되는 데
이터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이미지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데이터는 분석의 방법에 따라 큰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가치가 발생하는가는 계
약체결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익이나 비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를 합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116)
(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배려

창출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방법 등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117)

3) ‘데이터 창출형’ 계약에 있어서 설정해야 할 이용조건
(가) 대상 데이터의 범위･정도

① 대상 데이터 범위의 명확화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데이터가 창
출되는 것인지, 합의의 대상이 되는지를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출되는 데이터에 대해 명확한 이용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사실 액세스(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어느 당사자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
해 이용권한을 정하는 내용의 바스켓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모델 계약서 안의 제2조의 별지 A에서는 대상 데이터를 특정한 표현으로 예시하였다. 또한 센
서의 성능향상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 시점에서 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창출, 취득 또는 수집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16)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2頁.

117)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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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의 정도
대상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하여 데이터로부터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창출되는 데이터의 정도를 거칠게 하거나, 범위･내용을 한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대상 데이터가 개인에 관한 것일 경우, 일부의 정보를 일부러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
에 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가공은 데이터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데이터 이용의
관점과 데이터 보호의 관점을 근거로 한 균형 잡힌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118)
(나) 이용목적의 설정

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고, 그 이용목적범위 외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조건이다. 이용목
적의 설정은 데이터 창출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이용의 촉진과 데이터를 은
닉할 필요성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은닉의 필요성 관점에서는 당사자의 사업
과 경합하는 사업에서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데이터
이용 촉진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세한 기재를 하는 것으로 해당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가공 등 파생 데이터의 이용권한

① 가공 등의 방법 제한
창출된 데이터는 많은 경우 어떠한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이 이루어져 사업을 위해서 이용
된다. 이러한 가공 등에 있어서는 통계학 등의 지식에 근거한 고도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새로이 개발된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큰 가치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한 경
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분석 기법의 개발을 촉구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있
어서 분석 기법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당사자가 예기
치 못한 형태로의 이용을 방지할 필요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한 방법으로만 가공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119)
② 파생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한의 설정
창출된 원본 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의 귀속과는 별개로 파생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파생 데이
터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파생 데이터에 대해 구

118)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3-54頁.

119)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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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정해야 할 내용은 원본 데이터에 대한 것과 같다.
파생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한을 설정할 때에는 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 창출에 대
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비용 부담, 기기의 소유권, 센서 등의 설치방법 책정이나 데이터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의 주체는 어느 쪽인가), ② 데이터의 분석 또는 가공에 들인 노력 및 필요한
전문지식의 중요성, ③ 파생 데이터의 이용에 따라 당사자가 받을 위험 등이 고려요소가 된다.
(라)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 등의 제한

①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 등에 있어서의 고려요소
대상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양도나 이용허락 또는 제3자와의 공동 이
용을 인정할 것인지는 제3자가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제3자가 데
이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데이터의 성질(영업비밀, 노하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
∙ 영업비밀, 노하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공장의 특정한 정보를 삭제
하는 것, 동종 기기 전체의 통계정보로서 처리하는 것 등)
∙ 제공처의 제3자가 경쟁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
∙ 제공처의 제3자 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부과할 것인가(다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대가의 액수, 분배방법
② 대상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 분석결과의 제3자에 대한 제공120)
‘데이터 창출형’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창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기에서 얻은 노하
우를 제3자에 대한 컨설팅(담)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상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서비
스 제공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금전적으
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창출이나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 행해지는 시스템의 개발을 서비스
제공자가 행하는 경우에 해당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서비스 제공
자가 상대방(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대상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에 근거해 실시하는 컨설팅(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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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감액한 후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상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얻은 대상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를 자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당사자 간 사안에 따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마) 데이터 내용 및 계속적 창출의 보증/비보증

창출되는 데이터가 다른 경제적 활동에 사용되게 된다면 데이터의 오류나 데이터가 계속적으
로 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의 내용이나 데이터의 계속
적인 창출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를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모델 계약서 안의 제4조, 제5조 및 동조의 해설 참조).121)
(바) 수익분배

‘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는 데이터를 당사자 스스로가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등에 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예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익의 모델로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 창출한 데이터 그 자체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 하는 것 등에 의해 라이선스 요금을 수령
∙ 창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모델을 작성해, 해당 분석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제3자에 대하여 제공
또한 수익분배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모델 계약서 안에서는 매출분배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
만(모델 계약서 안의 제7조), 고정요금이나 종량제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관해서는
단순하게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황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비용･손해부담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비용부담의 정도를 정해 당사자 간에 비용부
담 등과 관련하여 적당한(응분의) 부담을 위한 분담금을 정할 수 있다(모델 계약서 안의 제8조).
또한 비용증가가 염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 후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계
약서에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분쟁발생방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122)

121)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8頁.

122)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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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리방법, 보안

창출한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적절한 비용으로 보존하는 수단을 구할 필요가 있지만,
데이터의 성질이나 위험 등에 따라서 그 균형은 달라질 것이며, 보안의 측면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델 계약서 안의 제10조 참조).
특히, 데이터의 종류나 국가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보존처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월경(越境) 이
전규제 및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 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위탁처를 선
임하여 적절한 관리방법이 실시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을 위탁처와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위탁처에서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쪽의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123)
(자) 이용기간, 지역

창출한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할 때,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해 두
어야 한다. 이용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계약을 분명히 해 두지 않은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이 존속
하는 한 데이터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 가능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명확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상 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의 이용이나 해외에서의 이용도 있을 수 있는 황에서 데이터를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을 정해 두지 않는다면, 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
한 지역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데이터의 창출 그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세계적으
로 볼 때 많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데이터의 창출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는 각국에 따
라 규제가 다르므로 그 나라의 법제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124)
(차) 계약 종료 시의 취급

계약종료 후에 데이터의 파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계약종료 후에도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가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영업비밀, 노하우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파기를 필요로 하지
만, 그 이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이용권한을 계속하여 가질 수 있는 등 데이터의 종류
에 따라 계약종료 시의 취급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계약종료 시의 취급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별로 취급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125)

123)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59-60頁.

124)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6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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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 계약
1) 의의
최근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다른 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복수의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데이터를 집약･보관, 가공 또는 분
석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토록 하는 비즈니스이다.
그림 4-3 ‘데이터 공용형’ 계약 형태

출처: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67면.

데이터를 집약･보관, 가공 또는 분석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이터 제공자 그룹(X1, X2, X3…)과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용･활용하는 데이터 이용자 그룹
(Y1, Y2, Y3…)이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이용 서비스의 개발이나 비즈니스기회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
서는 데이터 제공자 및 데이터 이용자 이외의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플랫폼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또 다른 플랫폼과 연계하는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126)127)

125)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61頁.

126)

‘데이터 공용형’ 계약인 플랫폼형에서는 플랫폼형이 이용되는 목적, 관련된 사업 분야, 참가자의 범위, 제공 데이터의 내용･범위, 이용
데이터의 이용범위 등에 의해서 그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사정에 따라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형’ 및 ‘데이터 창출형’과는 달리 구체적인 계약조항 사례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형 계약의 경우에는 약관과 같은
이용규약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개별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이 검토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7)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6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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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플랫폼형(제3자가 가공･분석 등을 행하는 경우)

출처: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69頁.

2) 플랫폼형에 있어서의 주된 검토 사항
플랫폼형은 ‘데이터 제공형’이나 ‘데이터 창출형’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아래 5가지로 정리된다.
① 플랫폼이 존재하고, 복수의 사업자 데이터가 플랫폼에 집약될 것
②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용･제공되는 것이 상정되어 있을 것
③ 하나의 사업자가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양쪽 모두의 입장에 관여하는 것이 있을 것
④ 제공 데이터와 이용 데이터의 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유연하게 조정
또는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할 것
⑤ 복수의 데이터 제공자 및 데이터 이용자나 그 이외의 참가자도 포함하여 다수이면서 다양한
사람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
또한 특히 데이터의 제공･수집의 황에 주목하면 ‘데이터 제공형’이나 ‘데이터 창출형’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각 유형에 있어서의 검토사항이 플랫폼형에 있어
서도 참고가 되는 것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2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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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활용의 목적･방법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기업그룹에 속하는
복수의 사업자 간에 데이터를 공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경우 플랫폼형을 채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나) 데이터 제공자의 수･참가자의 범위

데이터의 공용･활용을 실시하는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플랫폼형을 채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간의 구조적인 이해관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
는 제공 데이터의 종류･범위나 데이터의 이용범위 등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간에 들어가는 플랫폼 사업자의 선정도 중요해진다.
(라) 대상이 되는 제공 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129)

① 데이터의 성질과 회사 전략
플랫폼형을 검토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제공 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는 데이터 중에는 그 자체가 영업비밀･노하우로서의 가치를 가
지는 것이나, 사업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사 내의 데이터 중 어느 데이터를
제공 데이터로서 플랫폼에 제공하고, 어느 데이터를 의식적으로 자사 내에 두어야 하는가의 관점
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불필요한 데이터를 대상에서 제외
데이터의 성질이나 가치를 근거로 하여, 플랫폼이 수집하는 제공 데이터 중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해야 할 데이터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 데이터의 이용범위

플랫폼이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수집한 제공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 데이터 이용자 및 그 외
의 참가자가 어떠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합의 없이 당연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

129)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2018. 6, 7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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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이용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누가(데이터 이용자의 범위)’, ‘어느 데이터를(이
용 데이터의 범위)’, ‘어떠한 목적으로(데이터의 이용목적)’, ‘어떻게(데이터의 이용방법)’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게 된다.
(바) 플랫폼 사업자의 선정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가 안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관점과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사) 이용규약의 필요여부

플랫폼형에 있어서는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규정한 이용규약을 사전에 준비하여 같
은 입장의 참가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같은 이용규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아) 플랫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공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용도로 공용･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플랫폼 사업의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플랫폼 간의 경쟁･국제화의 측면

플랫폼형이 채용되는 사례가 증가한다면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플랫폼
간의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야에 따라서 플랫폼의 참가자에게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130)

3) 플랫폼형에 있어서의 주요한 법적 논점
플랫폼형이지만 그 내용은 개별의 사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법적 논점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플랫폼형에 공통되는 법적 논점에 한정하여 검토하고 있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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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의 이용범위를 이용규약에 기재하는 의의

데이터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복수자 간에 데이터를 다투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 기한에 관한 합의(채권채무관계의 구축)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플랫폼형에서는 이
용규약에 데이터의 이용범위를 기재하여 합의를 통해 데이터의 공용･활용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 제공자와의 이용규약에서 정한 이용범위에 위반 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데이터･이용 서비스의 이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나) 플랫폼에 있어서 취급되는 데이터나 서비스의 종류 등

① 데이터의 성질
플랫폼형의 메리트로서는 다른 사업자(특히, 자사의 경쟁사업자)에게 공개하면 자사의 경쟁력
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라도 사업영역의 분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영역별 데이터의 공
용･활용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파생 데이터 등 성과물의 귀속
플랫폼형에 있어서는 플랫폼에 의한 제공 데이터의 분석･가공 또는 그 결과에 근거하는 서비
스의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성과물(이용 데이터 및 이용 서비스)이 데이터 이용자에 의해서 이용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물의 이용권한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이용 데이터
및 이용 서비스의 이용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데이터 이용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이용 데이터 또는 이용 서비스를 공용･활용하는
것에 의해 발생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다)의 취급에 대해서는 이용 데이터･이용 서비스
의 이용범위를 정하여도 이에 의해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마련할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31)
(다) 플랫폼 사업자 결정

중립성의 확보가 요구될 경우 참가자 중의 일인이 단독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는 ① 참가
자 이외의 제3자가 플랫폼의 운영자가 되는 방법이나, ② 참가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플
랫폼 사업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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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

1. 서론
오픈소스 딥러닝 프로그램의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 ICT 기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던 기업들도 부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AI 사업자(데이터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자(데이터 제공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 조
건의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계약서에서 ‘데이터’는 주로 비밀로 취급되는 것이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데이터’ 중에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정보가
가공되어 형태를 달리하여 이용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AI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
해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AI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원본 데이터나 원본 데이터로부터 산출되
는 성과물의 소유권이나 이용권한에 대한 각자의 주장 때문에 합의조건에 이르지 못하거나 거래
의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서비스 이용자(데이터 제공자)와 AI 사업자(데이터 이용자)의 거래계약
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AI 거래 계약에는 ‘데이
터’의 거래도 함께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물론 ‘데이터’ 거래에 수반하여 학습완료 모델이 함께
거래될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AI와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
3장에서 분석한 일본의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AI 계약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1) 기본 방향
AI 거래 계약은 일정의 목적･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특히 학습
완료 모델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이다. 또 개발계약에 관해 말하면, 일방 당사자가 데이터를 제
공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에서 말하는 AI 기술이라 함은 (통계적) 기계학습 또는 그에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이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계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 실무자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입력된 데이터 속에서 일정 규칙을 기계적으로 발견하고, 그 규칙에 기초하여(그 데이터와 동등한

82

제4장

｜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이슈

통계적인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된다) 미지의 데이터로부터 추론된 결과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이다. 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학습완료 모델) 개발에는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
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귀납적 개발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5 AI 학습 및 이용 단계의 흐름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AI･데이터 가이드라인(AI 편), 2018, 12면.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수집･축적하여,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읽힐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데이터를 준비한다. 로 데이터는 기계학습을 행하기 전에, 형식 변환이나 결측치(欠測値)･이치의
제거 등 전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실무에 자주 이용되는 “지도 학습”이라는 기
계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출력결과가 되는 데이터(일반적으
로 정답 데이터, 교사 데이터 등으로 불림)를 별도 준비하여 로 데이터에 더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가공처리를 거쳐 기계학습(학습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
여, 거기에서 발견된 규칙을 표현하는 파라미터(학습완료 파라미터)를 포함한 모델을 생성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모델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추론 프로그램)과 학습용 프로그램의 구
별이 가능하며, 학습완료 파라미터를 포함한 모델이 들어 있는 추론 프로그램을 학습완료 모델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AI 개발 단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성된 학습완료 모델이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품질을 갖춘 것이라면,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학습완료 모델을 이용하는 단계로 이동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이 수집･축적된
미지의 데이터(입력 데이터)가 학습완료 모델에 입력되어, 학습완료 모델이 그로부터 추론된 결과
데이터(AI 생성물)를 출력한다. 이 성질의 이용을 목적으로, 학습완료 모델이 제품이나 서비스 속
에 활용된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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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단계형’ 개발 프로세스
학습완료 모델은 종래에 해결할 수 없었던 복잡한 과제에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그 개발에는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완료 모델의 내용･성질은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의존한다. 이것이 일정한 목적을 향해 정보처리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 성과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학습용 데이터 세트로부터 생성된 학습완료 모델의 내용･성질에 대해서 경험 등에 기반
한 추측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사전에 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 때문에 개발계약의 체결 시
에는 생성할 학습완료 모델에 대해서 일정의 품질･성능(「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 당연
히 곤란하다. 또,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학습완료 모델이 일
정의 품질･성능을 가지지 못하는 원인을 특정하려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본 가이드라인의 AI편에서는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 프로세스를 ① 평가(assessment),
② PoC, ③ 개발(+④ 추가학습)의 각 단계로 나누어, 그 사이의 이행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함을 전제로, 각 단계에 대응한 계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4-6 단계별 계약

평가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적어도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 태로, 실제로 계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이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값의 생성가능성을 포함
하여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에 참여하는 의의를 검토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간 PoC 단계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학습완료 모델이 실험적으로 생성된다. 그 결과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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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대되는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가능성을 평가하고, 여기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실
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입 가능한 학습완료 모델의 생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기대되는 학습완료 모델이 생성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각 당사자는 다른 개발을 하는 형태로 방향 전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대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개발과제와 성과에 대한 이미지 공유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이점도 있다.

(3) 개발･이용 계약 검토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이하, “학습완료 모델”이라 함)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을 다루
고 있다. 계약 황에서는 무엇이든지 당사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국
중요한 요점은 학습완료 모델이나 그 개발 프로세스의 특징, 적용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합의조건을 찾아야 한다.
AI 거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이용에 있어서 발생
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기술 아이디어 등의 이른바 지식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무
체재산이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체재산 중에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별은 저작권법의 저작물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 그
이용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에 많이 나타난다.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이러한 데이터와 같은 무체재산에 관해서는 법률 규정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하에 누구에게 이용 허락을 할 것인지를 당사자 간에 논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실제 합의한
내용을 자세하게 계약에 정해두는 것이 거래를 원활히,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시키는 데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하나는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이용 과정이나, 혹은 그 결과에 수반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다. 개발계약과의 관계에서는 생성된 학습완료 모델에 일정한 내용･성
질을 보증하는 것에는 곤란이 수반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개발 등의 대상을 특정한 후에 계약 체
결 시에 기대한 성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리스크를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또 개발･이용 시에 각 당사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는, 학습완료 모델이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작동을 하여, 그 결과 당사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리스크를 어떤 당사자가 맡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때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학습 완료 모델의 내용･성질은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의존한다는 제약이다. 예 못한 작동에서 일어난 손해발생이 그 개발자의 과실에 의
한 것인가, 혹은 학습완료 모델의 기초가 된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내용･품질에 의한 것인가 등을
개별적으로 찾는 것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인식한 합리적인 리스크 분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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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계약의 요점
개발계약과의 관계에서는 학습완료 모델을 개발하는 자를 벤더, 그러한 개발을 벤더에게 의뢰
하는 자를 유저라고 각각 부른다. 여기서는 학습완료 모델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유저가 벤더에
게 제공하여, 벤더가 이것을 이용하여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기본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계약의 체결을 위한 주요한 과제는 학습완료 모델에 관한 지식재산권133) 귀속이나 이용조
건에 관한 합의의 형성이다. 특히 그 귀속을 둘러싸고 있는 벤더와 유저와의 사이에서 논의의 대
상이 되기 쉬운 것이, 각각의 사업 목적과 지적재산권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킬 필요성, 논의에 소
요되는 시간･비용 등이며, 이에 비추어 각 당사자가 그 논의의 의의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거래 가이드라인의 AI편의 정의에 따르면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완료 파라미터와 추론 프
로그램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때문에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두 요소 각각의 이용조건에 대해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학습완료 파라미터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단순한 데이터
로서 취급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성한 벤더에게는 그 이용이나 관리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합의 내용에 따라), 여기에 일정한 제약을 더하는 등의
이용조건을 계약에 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습완료 모델이 도입평가의 목적으로 제공
된 경우 등, 유저에 의한 이용 목적･범위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합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약에 명시해야만 한다.
또 추론 프로그램은 학습완료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진 출력 결과인 데이터(AI 생성물)를 취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벤더에 의한 유저에의 학습완료 모델의 제공이 계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적어도 유저가 추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 생성물을 취득하는 것의 허락을 전제로 한 합
의가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 외에 개발계약의 체결, 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취급이 있다.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로 데이터에 일정한 가공처리를 한 것인데, 지도학습
이라는 기계학습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가공 처리를 할 때 당한 비용･노력을 들여서 새로
운 데이터(정답 데이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134)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내용･품질이 학습완료
모델의 그것을 좌우할 수 있기에,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생성은 벤더에게 맡기는 것이 계약 적절
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정답 데이터 추가를 벤더에게 맡길 경우에는 학습용 데이터

133)

추론 프로그램의 저작권이나 학습완료 모델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의 특허권 등이 있을 수 있다.

134)

추가 데이터에는 생성된 학습완료 모델의 내용･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로 데이터로부터 독립된 형식으로는 활용이 될 수 없다
는 성질이 있다. 때문에 로 데이터와 이에 대한 추가 데이터라는 것은 이른바 일체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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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에 대해서 각 당사자에게 어떻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가 벤더･유저 사이의 교섭에 있어 중요
한 과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려면, 각 당사자에게 예정된 이용방법이나 그 필요성, 그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의 위험 유무나 그 정도,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노력 등을 고
려하여, 벤더와 유저 중 어느 한 쪽이 불합리한 기회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용계약의 요점
AI 거래 계약은 이용계약과의 관계에서 학습완료 모델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자는 벤더, 벤더로
부터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받는 자를 유저라고 각각 부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벤더가 클라우드
형 혹은 직접설치(on-premises)형135)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학습완료 모델에 유저가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 출력결과인 데이터(AI 생성물)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기본적
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많은 경우, 한 벤더로부터 다수의 유저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모델이 예정되
어 있고, 클라우드형이든 직접설치형이든가와 관계없이, 벤더가 준비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벤더와 유저 간의 개별적인 교섭은 어렵다. 그래서 벤더가 약관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유저
가 그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승낙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하에 서술하는 포인트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학습완료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의 취급이다. 입력된 데이터 그 자
체에 저작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경우, 특히 유저가 스스로 자진하여
입력한 데이터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 벤
더가 그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으로의 이용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나, 데이터 이용 목적･범위 또는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학습완료 모델 생성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학습완료 모델
(특히 학습완료 파라미터)의 이용조건 등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개개의 AI 생성물136)에 대해 시장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귀속이나 이용조건을 계약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5)

벤더의 환경하에 놓인 학습완료 모델에게 유저가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하여 이용하는 것을 클라우드형, 유저가 준비한 환경에서 학습
완료 모델을 인스톨하여 이용하는 것을 직접설치형 서비스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136)

예를 들어 자동 착색을 행하는 학습완료 모델에 무착색의 일러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얻어진 착색완료 일러스트 데이터는, 이것에 해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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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기업과의 계약 요점
학습완료 모델의 개발･이용은 외국 기업과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학습완료 모델의 취급에 대하여 외국 기업과의 계약 특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
본 AI･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은 개관하고 있다.

(7) 모델 계약의 요점
AI 거래 계약에서는 ‘탐색적 단계형’의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① 평가 단계용의 비밀유지계약
서, ② PoC 단계용의 도입검증 계약서, ③ 개발(+④ 추가학습) 단계용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라
는 3종류의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 계약의 특징은 유저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규정, 학습완료 모델 등의 이용조건을 자세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익조정을 꾀하는 구조,
벤더의 학습완료 모델 완성의무, 성능보증도 존재하지 않는 안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에 반영할 것인지는 각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3.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의 방향성
(1) 기본 방향
데이터 계약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많은 경우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공･분석 등을 행한 결과를 사업 활동에 이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때문에 데이
터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능력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이용을 촉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데이터의 복제나 유통은 일반적으로 용이하며, 데이터 계약의 체
결에 있어서 데이터에 포함되는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또 그에 따른 경쟁력 저하나 개인
의 권리침해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데이터편에서는 당사자가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올바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데이터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써, 데이터편에
서는 데이터 계약을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배후관계를 분석하고, 개별의 구체적
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의 옵션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제공형’ 계약이다. 이것은 어느 당사자(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계약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단독으로 보유, 즉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 계약당
사자 간에 분쟁이 없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권한 및 기타 계약조건을 정하여 데이터 제공자로부
터 다른 당사자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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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데이터 창출형’ 계약이다. 이는 어느 데이터 창출에 복수의 당사자가(방법이나 정도
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 그 당사자 사이에서 데이터의 이용 권한 및 기타 계
약조건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다. ‘데이터 창출형’ 계약이 정하는 황은 다양한데, 그 하나의 사례
로, 공작기계 제조업자와 사용자가 협동하여 공작기계의 가동 데이터를 창출한 것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룰 계약의 유형은 ‘데이터 공용형’ 계약이다. 이것은 복수의 당사자(특히 사업자)
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어떠한 기반(플랫폼)에 집약하여, 그 플랫폼에 집약･보관된 데이터, 혹은
그것을 가공･분석한 것에 각 당사자가 적법하게 액세스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데이터 계약을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데이터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데이
터는 무체재산이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데이터의 「귀속」이 논의될 경우에는, 그 데이
터가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경우는 별도이지만, 데이터에 적법하게 액세
스하여 그 이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사실의 혹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지위의 소재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데이터의 ‘양도’와 ‘라이선스(이용허락)’라는 2가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
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양도는 일단 불가능하다. 데이터의 ‘양도’라는 용
어가 데이터 계약 중에 굳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는, 그 데이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한편, 그 데이터에 적법하게 액세스하여 그 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를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인으로부터 상실시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양도’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것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의 ‘양도’에 더하
여 그 지식재산권의 취급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데이터의 ‘라이선스(이용허락)’라는 것은 데이터의 제공자(라이선서)가 보유한 데이터를
라이선시가 이용하는 것을 일정 범위만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137)이때 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것만으로 라이선시의 이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나, 그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발생할 영향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계약에는 허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하며,
이와 함께 ‘계약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제공 데이터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데이터 수령자에게
이전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데이터 제공자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의 유출이나 이용을 방지할 수단을 계약 시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데이터 계약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

137)

일본 거래 가이드라인의 데이터편에서 말하는 ‘공동이용(호이용허락)’이라 함은, 복수의 데이터 제공자(라이선서)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
를 다른 당사자가 이용하는 것을 상호 간에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라이선스계약 유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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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하와 같은 방법이 있다.
①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이하, ‘대상 데이터’라고 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수령자
의 임직원을 한정하여, 그들의 데이터에 관련한 비밀 유지 서면 서약을 데이터 수령자에게
의무화하는 방법
② 대상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의 보안수준이나 다른 데이터와의 분별관리 구조 등, 일정의
데이터 관리체제 구축을 데이터 수령자에게 의무화하는 방법
③ 대상 데이터의 관리현황에 대해 데이터 수령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게 하며, 또 일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데이터 제공자에 의한 감사에 응하게 하여, 대상 데이터의 관리 상황에 문제
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시정 등을 데이터 수령자에게 의무화하는 방법
여기에 더하여, 대상 데이터에 대해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나, 민법의 불법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해당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데이터 제공형’ 계약 및 ‘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요점
‘데이터 제공형’ 계약과 ‘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각각에 대해 세한 검토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계약유형의 배후관계와 그것에 따르는 과제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는 하여도, 계약 내용
을 검토함에 있어 착안해야 할 점은 양자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대상 데이터 범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은 당연하다. 특히 복수의 당사자가 데이
터의 창출에 관여한 ‘데이터 창출형’의 사안에서는 대상 데이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창출된 데이터를 보유한 당사자가 데이터 계약에서는 이
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복수의 당사
자 관여에 의해 창출된 데이터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데이터 수령자에 의한 대상 데이터의 이용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
을 정한 후,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되어,
대상 데이터의 가공이나 분석, 편집, 통합 등(이하, ‘가공 등’ 이라고 한다)을 어떠한 범위에서 허
용하는가, 또 가공 등에 의해 창출된 데이터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어
도 계약 체결 시까지 예정되어 있던 것은) 데이터 계약에 관해 명확히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데이터 수령자에 의해 창출된 파생데이터나 지식재산권은 당사자의 합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명시적인 수정이 없는 한, 이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데이터 제공자가 인정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당사자가 이와 다른 귀결을 의도할 때에는, 그 합의 내용을
데이터 계약 내용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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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령자에 대해 대상 데이터(혹은 파생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이 인정되는가, 또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건에 대해서도, 데이터 계약 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예방 견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이 조건으로는 데이터 제공자의 비밀정보가 파생 데이터로부터 제외되어 있음
을 데이터 제공자에게 사전확인 시키기 위한 절차 이행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한 수익 일
부를 데이터 제공자에게 배분하는 것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대상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유효성138), 안전성, 대상 데이터의 이용에 의한 제3자
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데이터의 성질에 대해, 특히 데이터 계약이 유일한 경우에는 민법
하자담보책임(개정민법의 시행 후에는 계약부적합책임)의 적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에,
데이터 제공자가 책임지는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과 살짝 취지가 다르지만,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증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게다가, 대상 데이터나 파생 데이터를 이용 가능한 시기를 포함해, 데이터 계약 종료 시 이들
데이터의 취급을 정해두는 것은, 데이터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이용관계가 애매해질 경우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개인정보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은 데이터 계약 종료와 함께 데이터 수령자에게 파
기 또는 제거시키는 한편, 그 이외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이용시키
는 것도 가능하다.

(3) ‘데이터 공용형’ 계약의 요점
복수의 사업자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공통의 플랫폼에 집약시켜 이용하고, 단독으로 보유한
데이터만을 이용하였을 때 얻을 수 없는 성과를 얻으려는 시도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무
엇보다 그러한 시도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나 대상 데이터의 성질, 이용방법 등의 개별 사정에 따
라 다양한 형세를 띠고 있다.
‘데이터 공용형’ 계약은 일반적으로 이하와 같은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복수의 사업
자(데이터 제공자)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집약하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집약된 데이터가 다른 데
이터 제공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와, 한 사업자가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수령자라
는 두 입장을 갖는 경우가 있고, 다수의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수령자의 존재가 정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각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 수령자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서의 각각의 거래
를 생각해 보면, ‘데이터 제공형’ 계약 및 ‘데이터 창출형’ 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측면이 있
다. 그런 이유로, ‘데이터 공용형’ 계약에 대해서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공형’ 계약 및

138)

사실과 다른 내용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데이터의 정확성, 데이터에 결손이나 부정합이 없는 것을 데이터의 완전성, 데이
터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데이터의 유효성이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91

［ 미래전략 연구 ］쟁점연구 : 창출･활용 분야 이슈 발굴 연구

‘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데이터 공용형’ 계약 특유의 과제로는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수령자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다수의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수령자 사이 이해관계 조정
이 필요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신뢰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다수의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수령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이용
규약139)을 두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봤을 때, 개개의 데이터 계약의 체결이나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는 효용도 있다. 또, 플랫폼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종의 감독기능을 갖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수령자를 감독할 수 있게 하거나,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수령자로부터의 불만
등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체제를 만드는 것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를 사이에 둔 대상 데이터(혹은 파생데이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 등) 제공
이 유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그 수익의 취급이 문제140)가 될 수 있다. 단, 명확한 수익분배의 기
준에 대해서 다수의 당사자 간 합의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로부터의 수익 분
배가 필요하지 않게 하는 제도 설계가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유통 구조로부터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수령자
가 이탈한 경우에 대상 데이터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다. 특히 데이터 제공자
의 이탈로 인해 과거 데이터 계약에 기반한 성과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구조는, 플랫
폼 사업자를 낀 데이터 계약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데이터 공용형’ 계약에 있어서는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거래에 대한 안전을 배려하는 제도 설계가 바람직하다.

(4) 모델 계약의 요점
‘데이터 제공형’ 계약과 ‘데이터 창출형’ 계약 각각에 대해서 계약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데이터 공용형’ 계약에 대해서는 플랫폼 이용목적이나 관련된 사업 분야, 참가자의 범위, 대상
데이터의 내용, 범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그렇게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해 두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항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139)

물론 모든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 수령자에 대해 동일한 계약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제공자의
의향에 따라 어떤 대상 데이터와의 관계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범위에 일정부분 제약을 두는 것이 가능한 구조 도
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140)

데이터 제공자들이 공동으로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여 플랫폼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해산 시 잔여자산의 분배라는 형태에서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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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데이
터의 창출과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데이터는 AI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정확하면 할수록 좋은 분석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분석
에는 AI 기술(AI 소프트웨어)이 활용된다.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는 AI 기술과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러나 무체물로서 복제
되기 쉽고, 활용되기 쉽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
제시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논의도 그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현시점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소유권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에서의 데이터 구조나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에서의 보
호’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데이터는 거래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고, 현재 데이터 거래 촉진의 관점에 대한 논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없고, 활용되어야
하며 그 활용은 데이터의 분석값이 될 것이므로 데이터와 AI 기술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 이
러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는 AI 기술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래된다.
AI 거래에는 로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세트, 학습용 프로그램, 학습완료 모델, 학습완료 파라
미터, 추론프로그램, 노하우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있고, 각 구성요소별로 지식재산권은 물론, 계
약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AI 거래는 데이터를 수반하며, 기존에 예측 가능했던 계약적
인 문제와는 사뭇 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와 AI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향후 분쟁을 대비할 필요도 있다. 특히 지식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관련 기업들
의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기업 조사가 필요하며, 이들 기업의 고충 의견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관점의 AI 관련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AI 기술(AI 관련 발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별로 지식재산권과도 결
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보다 정책적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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