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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 마이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사례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의 현황과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은행 등 금

융기관의 고객정보를 개방한다는 점에서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이라 불리기도 

한다.

1. 해외 주요국 동향

가. EU의 PSD2(개정 지급결제 서비스지침)21)

EU는 GDPR 제정을 통해 산업 전반에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권리를 규정했다면, 지급결

제 서비스지침 개정안(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으로 금융 분야에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구체화 했다. 유럽은행 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유럽지역 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역 내 지급결제사업

자에게 공통 적용하는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PSD)을 2007년 제정, 2009년 시행했다. 이

후 모바일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지급 서비스가 출현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 PSD

를 PSD2로 개정하여 2016년 확정, 2018년 1월 시행했다. PSD2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Third-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 TPP)가 포함되었다. 

TPP는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도 은행의 계좌정보에 접근하여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인데,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이다. ①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자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AISP)와 ② 지급지시 서비스 제공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ISP) 이다. AISP는 흩어져 있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취합하

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인에게 통합 제공하고, PISP는 소비자 대신 소비자(상품구매

자) 은행계좌에서 수취인(온라인 판매자) 은행계좌로 대금이체를 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 

21) 삼정KPMG(2019), 최규선·이지영(2018), 한국은행(2018)을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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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TPP가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차별 없이 해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U는 

PSD2 시행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은행 감독청은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활

한 정보이동권 행사와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인증, 데이터 전송방식 등 기술적 

측면을 규제하는 규제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을 제정했다

(2018. 3 공표, 2019. 9 시행). 모든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강력한 고객인증을 해야 하

는데, 2가지 이상의 인증요소를 기반으로 거래자 신원을 파악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통신표준을 적용해

야 한다.

구분 AISP PISP

역할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
정보, 거래내역, 잔액정보 등의 금융정보를 
취합, 통합하여 제공

지급인의 지급개시 요청에 따라 지급인의 은행
으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
신하여 수취인 앞으로 지급지시

특징
고객은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통합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제공업자는 리스크 관리, 상품
추천 등의 비즈니스로 확장 가능 

지급인·수취인 계좌 간 지급지시를 통해 온라인 
대금 결제가 가능하므로, 자금 보유 없이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 가능. 단, 계좌정보 열람권한 
없음

예시

개인명의의 금융계좌(은행, 금융투자, 대출 등)를 
통합, 계좌 이체 및 카드결제 내역을 통해 개인
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PFM) 형태 구현

전자상거래업자가 결제기능을 연결하여 선불
충전수단, 신용카드 외 은행계좌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

자료: 최규선·이지영(2018)을 참고하여 정리함

<표 Ⅲ-1> PSD2의 AISP·PISP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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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P 도입에 따른 계좌정보 서비스> <PISP 도입에 따른 지급지시 대행 서비스>

자료: 한국은행(2018)

<그림 Ⅲ-1> AISP·PISP 도입 전후의 업무처리 흐름

나.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1) 영국22)

2011년 영국 정부는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Midata) 원칙을 발표했으나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방식이어서 도입 초기의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3년 8월 기업 및 규제 혁신법(Enterprise and Regulatory Act)을 개정하여, 기업이 보

유한 정보의 디지털 제공을 의무화하고, 2014년 4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디지털 제공을 의무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재무부가 2015년부터 은행 산업에서의 경쟁 촉진 및 핀테크 산업 활성

화를 위해 은행 API 공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EU의 PSD2에 대응하여, 2017년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Order 2017)을 발표하고,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정책은 소수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된 시장 구조 개편과 핀테크 서비스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9개 주요 은행23) 이 의무적으로 공동 API를 채택하게 했다. 

고객이 요청하면, 은행은 API를 통해 제3자에게 고객의 거래 기록, 잔액 정보 등 계좌정

22) 김윤미(2018); 삼정KPMG(2019); 서정호·김자봉(2019)

23) RBS, LBG, Barclays, Nationwide, HSBCG, Standaner, Danske, Bol, AI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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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전송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은행이 고객의 계좌정보뿐만 아니라, 신용 이자를 포함

한 상품가격, 수수료 등 상품정보도 공개하도록 하여 제3사업자가 상품 비교 및 추천 등

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CMA가 제도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설립한 오픈뱅킹 이행기구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2018년 기술 사양, 보안 등 API 표준요건 등을 수록한 ‘Open Banking 3.0’을 정의했다. 

영국의 오픈뱅킹 API 이용 건수는 출시 초반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이용량이 증

가해 2020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2.4배 성장했다. 또한 오픈뱅킹 앱 스토어에서 제공되

는 서비스의 수와 서비스 범주도 확대되고 있다.

자료: OBIE(2021)

<그림 Ⅲ-2> API 호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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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 12 2019. 12 2020. 12

재무의사결정 개선 6 21 37

조언 및 지침에 대한 접근성 향상 0  1  2

더 나은 대출로 개선 7 16 21

저축 및 투자 증가 0  2  4

결제 선택 범위 확대 0 12 25

스위칭 증가 0  0  2

기타 0  1  6

혼합 3  9 12

총계 16 62 109

자료: OBIE(2021)

<표 Ⅲ-2> 오픈뱅킹 앱 스토어 서비스

(단위: 개)

2) 호주24)

호주 정부는 2017년 재무성을 중심으로 오픈뱅킹 정책을 논의했고, 소비자데이터권리

(Customer Data Right; CDR)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CDR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정보 보유 기업에게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 관련 법안이 발효되었는데, 먼저 주요 4대 

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직불카드, 예금·거래계좌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2020년 2월부

터는 주택담보, 일반대출 규모 등으로 제공 상품 범위를 확대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2022

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호주는 EU와 영국보다 개방 대상 데이터의 범

위가 넓은 반면, 데이터 조회(읽기) API로 한정하고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한 실행(쓰기) 

API는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 CDR은 금융 외 산업 전반에 걸쳐 도입될 

계획인데, 에너지 분야의 CDR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이 2020년 5월에 마련되었고, 통신 

분야로의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24) 이금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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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거래 상품 대출 상품

Savings accounts,
Call accounts,
Term deposits,
Current accounts,
Cheque accounts,
Debit card accounts,
Transactions accounts,
Personal basic accounts,
GST and tax accounts,
Cash management accounts, 
Farm management deposits,
Pensioner deeming accounts,
Trust accounts,
Retirement savings accounts,
Foreign currency accounts

Mortgages, Business finance,
Personal loans,
Lines of credit(Personal),
Lines of credit(Business),
Overdrafts(Personal),
Overdrafts(Business),
Consumer leases,
Credit and charge cards(Personal),
Credit and charge card(Business),
Asset finance(and leases)

자료: Australian Treasury(2019)

<표 Ⅲ-3> 호주 오픈뱅킹 정보공유 대상 상품

3) 미국25)

미국은 연방정부의 관리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에 관해 데이터 개방 정책을 우선 추진했다. 

예산관리국의 주도로 2011년부터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

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에너지, 교육 등의 정보를 각각의 법률하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기관은 기계가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개인에게 공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 분야는 ‘블루 버

튼’, 에너지 분야는 ‘그린 버튼’, 교육 분야는 ‘마이스튜던트 버튼’으로 구분된다.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분야는 재향군인

회부터 시작해서, 2012년부터 미국 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애플 헬스 앱26)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25) 김윤미(2018);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26) 애플 헬스 레코드(Apple Health Record)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된 진료, 처방, 진단검사기록 등

을 환자가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음. 2019년 2월 기준 약 200개 병원과 연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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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블루 버튼
(건강·의료)

그린 버튼
(에너지)

마이스튜던트 버튼
(교육)

법적
근거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PA)

Energy Independenced 
and Security Act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

주요
내용

각종의료정보, 긴급연락처, 
의료팀, 보험자를 위한 

데이터 다운로드

실시간 전력사용량 
공개시스템

* 캘리포니아주 전력수요 절감

교육정보 사이트 및 교육비 
대출 정보 사이트에서 학생 

데이터 열람, 다운로드

참여
기관

재향군인회, 국방부, 
보건후생부

에너지부, 환경보호청 교육부

자료: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표 Ⅲ-4> 미국 스마트 공시

한편 금융 부문의 경우, 미국 정책당국은 마이데이터 정책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긍정

적이나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정부 주

도의 제도화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 법령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27)를 포괄적으로 해

석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제3자의 대리 정보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

했다. 하지만 미국 내 개인 금융데이터 공유는 민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8년 대형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민간단체인 금융데이

터 거래협회(Financial Data Exchange; FDE)를 설립하고 오픈 API 표준안을 개발하여 공

유하였다. 2018년 21개 회원사로 출발해서 2021년 현재 약 16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28)

4) 일본29)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30)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7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자결제 등 대

행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예금자 위탁으로 자금이체 및 정보 취득이 가능한 형태로  

27)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은 소비자가 본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28) FDE 홈페이지

29) 금융위원회(2019); 김나영(2020)

30) 익명가공정보란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게 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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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P와 AISP를 결합한 서비스이다.31) 또한 은행에게 API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오

픈 API 관련 정책을 공시할 의무를 개정법에 명시했다. 일본 당국은 20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5) 비교

마이데이터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기관, 오픈 API 의무화 여

부 등 도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동의 아래, 제3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다.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분 EU 영국 호주 일본

제도 PSD2
PSD2/Open 

Banking Standard 
3.0

오픈뱅킹 리뷰 은행법 개정

기능 조회, 이체 조회, 이체 조회 조회, 이체

범위 계좌정보
계좌정보,
상품정보

예금, 카드, 대출, 
리스, 퇴직저축 등 

계좌정보

대상
EU 내 전 

지급결제계좌
9개 은행(2018) 

→ 25개(2019. 10)

4개 은행(2019)
→ 은행 전체로 
확대추진(2022)

110개 은행 
API 공개 예상

(2020)

<표 Ⅲ-5> 주요국 오픈뱅킹 정책 비교

31) 개정 은행법에 따르면, 전자결제 등 대행업은 ① 예금자의 위탁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해당 계좌에 자

금을 이동시키려는 요청을 해당 은행에 전달하는 영업, ② 해당 은행의 계좌정보를 취득하고 가공하여 이를 해당 

예금자 등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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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사례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접목됨에 따라 계좌통합조회 및 

소비패턴 분석, 은퇴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상품추천 형태가 많

으며,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플랫폼 제공 및 데이터 뱅크 등의 사업모델도 전개되고 있다. 

가.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1) 핀테크 기업 

대표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사례로 미국 핀테크 업체인 인튜이트(Intuit)32)사에서 제공하

는 민트(Mint)를 들 수 있다. 민트(Money Intelligence; Mint)33) 는 고객의 동의하에, 은

행, 카드, 증권, 보험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오픈 API나 스크레이핑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

해서 일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제공된 통계나 그래

프를 통해 본인의 재무 상태, 지출 현황, 투자 상황 등을 파악하고, 청구 금액 알림 및 결

제도 할 수 있다. 또한 민트를 통해 현재의 신용평가점수를 파악하고, 신용평가점수를 상

향시킬 수 있는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민트의 주 수익모델은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고객이 민트를 통해 상품을 가입하면, 해당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

로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다. 2007년 9월에 서

비스를 출시한 ‘Mint.com’은 2009년에 인튜이트사에게 인수됐다. 민트는 서비스 출시 전

부터 20~30대 고객을 타겟으로 한 재무 콘텐츠 블로그를 운영하여 약 2만 명의 고객을 미

리 확보하였다. 출시 후 2008년 이용고객은 30만 명, 2009년 인수될 당시 약 100만 명에

서 현재 약 2,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2) 인튜이트사는 세무, 금융, 재무관련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캐나다, 영국 등에 지사를 둔 대규모 핀테크 

업체임. 2020년 기준 직원 수는 약 10,600여 명, 매출실적은 77억 달러임(인튜이트사 홈페이지, 2020 Annual 

Report)

33) 삼정KPMG(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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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민트 서비스 화면

<통합조회> <예산관리>

<소비패턴 분석> <현금 흐름 모니터링>

자료: Mint.com

민트 이외에도 다수의 핀테크 기업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역량을 기반으

로 지출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6 연구보고서 2021-04

회사·서비스 주요 내용

Meniga의 
개인소비지출 관리

･ 타임라인 형태의 소비지출 관리로 고객 관여도 제고
･ MZ 세대에 익숙한 SNS 활용,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 
･ AI 기반의 지출 카데고리 분류, 신용점수 알람 등으로 고객 관여도 제고

Wealthfront의
로보어드바이저

･ 목적 기반의 투자 자동화 서비스 제공
･ 고객의 자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정보입력 시 현재 재무상태와 은퇴

시점 계획 등을 자동분석 
･ 고객의 투자목표 수립(주택구매, 은퇴 등)과 재무상황을 고려한 목표기간내 

실행가능성 판단 및 제시
･ 일상적인 투자계획 뿐 아니라 주택구매, 학자금 마련과 같은 목적 달성, 

신용대출, 투자손실에 대한 세금효과 분석 등 관련 투자상품 추천, 세금·
수수료 최소화 

Strands의
사업자 재무관리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무관리 서비스
･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의 현금흐름 파악, 카테고리별 지출관리
  잉여 현금에 대한 투자·대출 상품 추천 등 맞춤 서비스
･ 미래 매출 예측, CLO(Card Linked Offer),34) 마케팅 앱 푸시 메시지  

서비스 등 마케팅 서비스 제공

Moven의 Stash

･ 고객이 설정한 저축 및 재무목표의 달성 지원을 위한 상품 추천
･ 고객이 우선순위를 정해 재무목표를 설정하면, 현재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월별 가능한 저축금액과 지출예산 수립
･ 고객과의 소통은 챗봇 기능 이용

Credit Karma35)의 
신용개선 서비스

･ 무료 개인 신용점수 모니터링과 부채 상환 조언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출금에 대한 월별 원리금, 회수 기간 등을 계산 정보 무료 제공
･ 수익 모델은 온라인 광고(금융기관의 맞춤상품 추천) 노출
･ 2006년에 설립, 2017년 6억 8,000만 달러(약 7630억 원) 매출 달성

자료: DBR(2020), The Bridge(2018)를 참고함

<표 Ⅲ-6> 핀테크 기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2) 전통 금융회사

전통 금융회사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하거나, 핀테크 등 이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플랫폼(앱)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뱅킹을 먼저 

도입한 영국의 경우, 바클레이즈, HSBC 등 주요 은행들은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합

34) 고객의 결제수단에 쿠폰 및 리워드 할인을 연결하여 쿠폰 제시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임

35) 인튜이트(Intuit)사가 약 70억 달러(한화 약 8조 5,110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2020년 2월 발표함



Ⅲ. 주요국 마이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사례 27

조회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는 기존 모바일 앱과는 별도로 자

체 오픈뱅킹 플랫폼 ‘커넥티드 머니(Connected Money)’ 앱을 2018년 5월 출시했다.36) 

이 앱은 21개 은행의 계좌, 대출, 모기지, 카드 관련 내역 정보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지출 분석 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기존 고객 중심의 서비스이며 

플랫폼 내 자사 및 계열사 위주의 상품 추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ING는 영국에서 오픈뱅킹 제도 시행 6개월 전에 별도의 사업으로 Money Management 

App인 Yolt를 런칭하였다.37) Yolt는 고객 계좌정보 통합조회, 재무상태 관리 및 수입·지

출 분석 서비스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초기엔 핀테크 기업을 통해 고객정보를 받다

가 오픈뱅킹 본격화로 각 은행의 표준 AP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

이저, 보험 추천,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 고객 수는 2018년 6월 기준 

25만 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14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Yolt의 성공요인을 보면 첫

째, 서비스 대상을 잠재고객까지 포함하였다.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주요 은행

들이 보유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브랜드 경쟁력이 낮았던 Yolt는 

타행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제휴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 은행이 주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을 추천한 반면, Yolt는 고객의 니

즈가 있으면, 자체 또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으

로 자동차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불만 고객이 많다고 

파악하고, 주행 거리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인슈어테크 ‘바이마일즈(By Miles)’와 제휴하

는 등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익

원 발굴이다. Yolt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앱)를 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것으로는 고객 

소구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플랫폼 운영을 주 비즈니스 모델로 하였다. 개인고객

에게는 일반적으로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고객이 추천받은 제휴 상품(서비스)를 선택

하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기업고객에게는 은행업무 관련 필요 API

를 제공하고 사용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3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10. 30),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37) 김도훈(2020)



28 연구보고서 2021-04

나. 데이터 뱅크38)

1) 정보신탁형, 일본의 정보은행

일본은 개인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이슈에 대응하고, 데이

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은행 사업은 일

본 IT단체 연맹으로부터 인증받아야 가능하다. 사업자는 개인에게 개인데이터 저장

소(Private Data Storage; PDS)를 제공하며 개인을 대리해서 정보제공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고 개인은 대

신 정보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은 2019년 6월 

정보은행 P인증39)을 받아 새로이 정보신탁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의 위임에 따라 개인

이 직접 입력한 정보나 기업 건강검진 데이터 관리회사, 지역약국, 병원 등으로부터 데이

터를 수집하여, 이를 헬스케어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업체에게 제공한다. 고객에게는 앱

을 통해 취합한 개인데이터를 보여주고, 데이터 이용업체와 혜택을 알려준다. 약 10여개

의 기업 건강검진 데이터 관리 회사등과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

용 목적은 상품개발과 고객수요 분석에 한정하고 있다. 

<그림 Ⅲ-4> 데이터신탁 서비스 모델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38)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삼정KPMG(2020) 

39) P인증은 정보은행 서비스를 새로이 예정하고 있는 기업에게 주는 인증임(기존 정보은행은 일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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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주도형 모델, 디지미

2009년에 설립된 영국의 PDS 사업자 디지미(Digi.me)는 개인정보 통합관리와 제3자 데

이터 제공에 특화되어있다. 디지미는 고객 스스로가 여러 곳의 개인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곳에 저장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고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보은행과는 달리 데이터 수집, 저장, 공유의 전 과정을 본인의 선

택에 맡기는 개인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개인은 디지미 앱에 본인 데이터를 

가져 올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면 디지미는 데이터를 수집·암호화하여 회

사의 서버가 아닌 개인소유의 클라우드 계정(Dropbox, Google Drive, Microsoft 

OneDrive)에 각자 저장하고 개인에게 수집 현황 정보를 알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개

인은 디지미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 앱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

고 데이터 제공을 허락하면 디지미가 데이터 이용 회사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데이

터를 제공하게 된다. 디지미는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1,000여개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페이스북 활동, 의료, 건강 및 피트니스, 음악 등 다양한 비금융 영역의 

정보도 수집 가능하다. 

구분 내용

소셜 활동
･ Facebook, Instagram, Twitter, Pinterest 및 Flickr
･ 게시물, 댓글, 반응, 미디어 등

의료
･ CDA, HL7 FHIR, BlueButton, EMIS, Epic, Cerner 및 NHS를 포함한 

1,000개 의료 관련 기관과 연계(영국, 아이슬란드, 미국)
･ 알레르기, 건강상태, 예방 접종 기록, 처방전 및 약물 등을 표준화 중

금융
･ Barclays, Citi 등 1,000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접근 가능
･ 비자, 마스터 카드 등 주요 카드사의 사용내역

건강과 운동
･ FItbit, Garmin(웨어러블 기기)
･ 걸음 수, 칼로리, 운동 유형 및 지속시간 등의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음악과 
엔터테이먼트

･ Spotify, 유튜브
･ 아티스트, 노래 및 장르 기록, 재생목록, 좋아요 표시 기록, 업로드 동영상 등 

자료: https://digi.me/sources/

<표 Ⅲ-7> 디지미 수집 대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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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미 제휴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재정상태 분석 및 관련 상품 추

천, 건강관리 정보제공, 최적의 출근길 정보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한다.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금융부문의 Finsights는 금융계좌를 통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지출 분석 등의 개인 재무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건강부문의 HealthyMe는 개인 건

강상태 확인 및 분석 기능, 면역, 진단, 처방 및 의약품 정보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Retina Risk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병성 망막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망막증 발병 위험 가능성을 진단해 준다. VaxAbroad는 특정 국가 여행 

전에 어떤 백신이 필요한지를 예방접종 기록을 분석하여 알려준다. 소셜 미디어 분석 앱

인 Sand는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 소셜 미디어 사용방

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서비스이다. 디지미는 고객에게는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확실한 정보통제권을 줌으로써 신뢰를 확보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제휴 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트랜잭션 발생에 따른 사용료나 연

계 앱에서 창출된 수익 일부를 공유 받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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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화면

재무관리
Finsights

지출패턴 분석, 재무관리 기능 제공

헬스케어
Healthy

Me

개인의 건강상태 확인, 분석 기능 제공. 면역, 진단 등 개인 건강정보 제공 등

해외여행
VaxAbroad

방문 여행국 선택하면, 예방접종 기록을 분석 필요한 백신 정보제공

자료: https://digi.me/sources/

<표 Ⅲ-8> 디지미 기반의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앱)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