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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컴퓨팅과 통상규범
□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은 여러 국가에 위치한 단일 서비스 공급자의 데이터센터(서버)에
정보를 저장한 뒤,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서버 내에서 가공 및 처리하여 이용자의 IT
기기로 전송하는 서비스임
* 구름과 같은 무형의 공간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에서 유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흐름도>

클라우드
사용자

데이터 센터
(독일)

데이터 이동

(미국 지사)

데이터 센터
(인도)

데이터 센터
(아일랜드)

데이터 센터
(중국)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
사용자

(한국 본사)
클라우드 사용 계약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
공급자

(미국 본사)

데이터 센터
(브라질)

데이터 센터
(싱가폴)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
공급자

(한국 지사)

데이터 센터
(호주)

자료 : 저자 작성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①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② 플랫폼 서비스(PaaS), ③ 인프라 서비스(IaaS)로 분류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종류 및 예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

플랫폼 서비스(PaaS)
Platform as a Service

인프라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방식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방식

IT인프라 자원(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방식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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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비용 감축 방안으로 활용됨
○

비용 상의 이점 등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
장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IT 전문 컨설팅 업체 가트너(Gartner)가 금년 4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 1,535억 달러로 성장
- 2021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17년 대비 97.1% 증가한 3,0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세계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 (public cloud service)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2017

2018e

2019e

2020e

2021e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602

736

872

1,019

1,171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IaaS)

300

408

529

674

835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BPaaS)

426

464

501

541

584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Paas)

119

150

186

227

273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서비스

87

105

123

141

161

총계

1,535

1,864

2,211

2,602

3,025

주 : 2018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 Gartner (2018.4)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및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으나 국내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외국 기업 서비스의 절반 수준인 36%에 불과

○

우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OECD 33개 국가 중 27위로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 자원에 비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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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서비스 구축에 따른 비용상의 이점과 사용한 만큼 서비스 비용을

04

KITA TRADE REPORT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2017년)>

<OECD 국가의 클라우드 이용률(2016년)>

(단위 : %)

(단위 : %)
56.9
48.2

44.6

36%

34.7
30.5
23.4

OECD 평균(24.8)

64%
12.9

국내 클라우드 공급자

자료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외국 클라우드 공급자

핀란드 스웨덴 일본

12.2

10.3

9.1

8.2

영국 캐나다 스위스 한국 헝가리 터키 멕시코 폴란드

자료 : OECD

□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경을 초월하여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와 국가 간 상이한 개인
정보보호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제통상규범이 필요함
○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각
국가의 데이터 보호주의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에 장애 요인

○

개인정보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균형을 모색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통상
규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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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미국은 과도한 보호
조치가 데이터 보호주의(data protectionism)로 변질되어 디지털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ICT에 기반한
서비스무역을 제약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
○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국가안보, 법집행 등을 이유로 데이터 및 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ICT 정책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클라우드 업체의 해외시장진출을 가로막
는 각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
싼 통상분쟁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함

□ 미국

IT기업은 중국, EU, 한국 등 주요국마다 상이한 ICT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전 세계에 산재한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끊임없이 이전시켜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등 미국 기업은 기술우위를 앞세워 클라우드

세계시장의 58%를 점유.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이전과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시장원칙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조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

<기업별 클라우드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분야

32%
42%

세계시장 규모
156억 달러

4%
아마존웹서비스(AWS)

주 : 2017년 4분기 기준
자료 : canalysis

14%
8%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기타

점수/(만점)

데이터 보호*

8.3/(12.5)

보안

10.5/(12.5)

사이버범죄

11.5/(12.5)

지재권

11.0/(12.5)

표준

12.5/(12.5)

자유무역 촉진

10.3/(5.0)

IT 접근성

18.0/(25.0)

총합

82.1/(100.0)

순위(전체 24개국)

3

* 데이터 보호는 점수가 낮을수록 보호수준이 강함
주 : 2017년 기준
자료 : 2018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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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IC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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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 클라우드 시장은 ’18년 기준 약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정치적 목적의 웹사이트 차단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국내규정과 외국 ICT업체에 차별적인 규정 등으로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이 상당히 제약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 현황과 전망>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

(단위 : 억 달러)

X1.3
210

X1.8
160
90

2015

2018(e)

2020(e)

분야

점수/(만점)

데이터 보호*

3.8/(12.5)

보안

6.3/(12.5)

사이버범죄

7.0/(12.5)

지재권

6.8/(12.5)

표준

4.5/(12.5)

자유무역 촉진

2.8/(5.0)

IT 접근성

12.7/(25.0)

총합

43.7/(100.0)

순위(전체 24개국)

22

* 데이터 보호는 점수가 낮을수록 보호수준이 강함
주 : 2018년 및 2020년은 예상치
자료 : Gartner

○

주 : 2017년 기준
자료 : 2018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웹사이트의 접속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며 특정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온라인 상 정보의 국내 유입을 제한
- 2018년 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30개 웹사이트 중 12개를 포함하여
3천여 개의 사이트 접속이 중국 내에서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임대회선 및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한 해외 데이터센터 접속이 차단되어 중국인 이용자들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국가안보법(国家安全法)」과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등으로 데이터 현지저장·가공 요건이 부과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금지 되거나 심각하게 제한
- ‘핵심 정보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고 현지에서 가공해야하지만
‘핵심 정보인프라 분야’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과도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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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엄격한 허가요건을 부과하여 사실상 외국 클라우드
업체의 중국 내 독자적인 영업이 불가능
-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부가가치 통신면허를 받아야하지만 외국 업체에게는 해당 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독자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함. 현지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클라
우드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16년 3월 발표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경영활동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云服务市场
经营行为的通知)」와 「인터넷접속서비스시장의 정리와 규범에 관한 공업통신부의 통지(工业和信
息化部关于清理规范互联网网络接入服务市场的通知)」로 인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지 업체로부터 컴퓨팅설비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 자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심각한 무역장벽에 직면
- 아마존은 중국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17년 11월 중국 내 클라우드 사업을 현지 파트너 에게 3억 달러에
매각(Reuters 보도)

○

토착

기술(indigenously developed technology)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표준으로 채택하려는 중국
정부의 표준화 관련 조치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현지 기업을 보호하는 등 보호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
- 중국 과학기술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요 관심분야로
선정하였으며, 현지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토착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EU

EU는 역내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추구하는 한편, 개인

정보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18년 5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요건과 법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제약되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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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

<EU의 클라우드 시장규모와 전망>
(단위 : 억 유로)

X2.6

448.3

X1.8
172.2
95.5
2013

2015

2020(e)

주 : 2020년은 예상치
자료 : IDC

○

분야

점수/(만점)

데이터 보호*

10.8/(12.5)

보안

10.8/(12.5)

사이버범죄

11.5/(12.5)

지재권

10.3/(12.5)

표준

12.0/(12.5)

자유무역 촉진

10.5/(5.0)

IT 접근성

18.2/(25.0)

총합

84.1/(100.0)

순위(전체 24개국)

1

* 데이터 보호는 점수가 낮을수록 보호수준이 강함

주 : 2017년 기준
자료 : 2018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EU법이 인정하는 국가 이외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됨
- EU 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 획득,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결정 절차가 진행 중1)
<EU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 획득한 국가>
국가

승인일

국가

승인일

스위스
(Switzerland)

2000.7.26.

우루과이
(Uruguay)

2008.10

캐나다
(Canada)

2001.12.20.
(부분 승인)

뉴질랜드
(New Zealand)

2009.12

아르헨티나
(Argentina)

2003.6.30.

페로 제도
(Faroe Islands)

2010.3.5.

건지
(Guernsey)

2003.11.21.

안도라
(Andorra)

2010.10.19.

만섬
(Isle of Man)

2004.4.28.

이스라엘
(Israel)

2011.1.31.

저지
(Jersey)

2008.5.8.

미국
(USA)

2016.7.12.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Privacy Shield) 체결)

자료 : European Commission
1) GDPR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4),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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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산재한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가 저장·가공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상 데이터의 소재가
명확치 않고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통제에도 벗어나 있어 GDPR로 인해 EU 역내에 클라
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까다롭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컴퓨팅

한국

설비 현지화 요건 등이 부과되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이 제약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정책 평가>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 현황과 전망>
(단위 : 억 달러)

X1.4
64.2
X1.9
46.5

24.0

2014

2018(e)

주 : 2018년 및 2020년은 예상치
자료 : Gartner

○

2020(e)

분야

점수/(만점)

데이터 보호*

9.5/(12.5)

보안

7.5/(12.5)

사이버범죄

8.0/(12.5)

지재권

10.8/(12.5)

표준

9.0/(12.5)

자유무역 촉진

7.5/(5.0)

IT 접근성

19.9/(25.0)

총합

72.2/(100.0)

순위(전체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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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보호는 점수가 낮을수록 보호수준이 강함
주 : 2017년 기준
자료 : 2018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 해외 반출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 데이터의 목적지 ▷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제3자 ▷ 데이터 보존기간 등 상세한 정보를 고객에게 고지
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
-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존재하여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해야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

○

교육기관, 국책은행, 공공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과되는 설비 현지화,
암호화 요건으로 인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시장진출이 제약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16년 4월 제정)」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와 일반용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함
- 또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정부가 인증한 한국 고유의 암호화 체계만이 인정되며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 알고리즘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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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인터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어려움 느껴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클라우드 활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
이다.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 제공업체
의 서비스만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일부 국내 기업에 국한된 상황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은 한국인터넷진흥
원이 요구하는 물리적 망분리, CC인증(공통평가기준), 현지 암호화 인증 요건을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충족하기
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논리적으로 분리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
리적으로 망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물리적 자원의 CC인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국내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에 글로벌 업체가 CC인증을 받기는 쉽지 않다. 암호화 기준 역시 국제표준 알고리
즘이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하는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만을 사용해야하므로 글로벌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미국, 영국 등 다른 클라우드 선진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까다로운 규정으로 외국 기업이 국내 공공
기관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X사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IT서비스의 성장과 디지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의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식별정보를 상업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장악한 클라우드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외국계 Y사 관계자는 “포괄적 규제보다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적 규제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보다 업체의 최종적인 정
보보호 결과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X사 및 Y사 인터뷰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란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함. 보안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018년 5월 현재 KT, Naver Business Platform, 가비아, NHN엔터테인먼트, LG CNS 등 5개 국내기업만이 보안인
증을 획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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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다양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 중임
○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0년 이후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급증하여
2016년 기준 84개가 실행 중
<전 세계 데이터 현지화 조치 추이(1960년~2016년)>
(단위 : 누적 건수)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주 : 65개국 대상
자료 : ECIPE Digital Trade Estimates database

- 美 정부가 전 세계 시민을 도·감청하고 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2) 이후 각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

그러나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로 일컬어질 만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빅데이터(big data) 및 차세대 이동통신기술(5G)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

□ 신규

온라인 서비스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교역을 저해하는 국내정책을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간 균형을 추구하는 국제통상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전직 CIA 요원, 내부기밀 폭로과정 ‘첩보전’ 방불’, 연합뉴스(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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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차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디지털통상규범 논의 동향
➊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양허표상 클라우드 서비스의 분류
□ WTO/GATS 체제는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양허안에 명시된 분야만 시장개방
허용)을 채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서비스의
양허표상 분류 문제가 제기됨
○

중국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면허요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로 간주하여 시장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WTO/GATS가 사용하는 서비스 분류방식은 90년대 초반 만들어진 잠정상품분류(Provisional CPC)에
기초하고 있어 신규 온라인 서비스 등을 포괄하지 못함
- WTO 차원에서 새로운 서비스 양허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의 분류 문제는 통상
분쟁이 발생한 이후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법적 불확실성 증가

➋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WTO 설립 당시는 인터넷 환경이 발달되지 않아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명시적 통상 규범은
WTO/GATS 체제 내에 부재
○

WTO는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을 수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인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무역을 규율할 통상규범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함

(2) FTA 차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디지털통상규범 동향3)
➊ 서비스협정 양허표상 클라우드 서비스의 분류
□ 한미 FT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은 네거티브 방식(유보목록에 명시
되지 않은 분야는 자동적으로 개방)을 사용하여 신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분류 문제를 해소함

3) CPTPP 전자상거래 주요 규정에 관해서는 박지은(2016),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트레이드 포커스」,
2016년 37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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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는 한미 FTA 서비스협정의 유보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
체에 대해 시장접근 제한조치 및 내국민대우 위반조치를 취할 수 없음

○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간 클라우드 서비
스의 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기대

➋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한미 FTA와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범을 제정함
○

한미 FTA는 무역협정 최초로 데이터 이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의무가 아닌 노력조항임.
반면 CPTPP는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의무화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 비교>
한미 FTA 제15.8조

CPTPP 제14.11조

국경 간 정보 흐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
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
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
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인(人)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자료 : 한미 FTA, CPTPP 협정문

-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CPTPP 회원국 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공공정책 목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➌ 데이터 현지화 금지
□ CPTPP는 무역협정 최초로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CPTPP 회원
국은 컴퓨팅설비(데이터센터 등)를 당사국 영토 내에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한미 FTA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나 CPTPP는 컴퓨팅설비 현지화를 의무적으로 금지

○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상 현지 IT 설비투자를 강제하는 규정은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

KITA TRAD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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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내 데이터 현지화 조항 비교>
한미 FTA

CPTPP 제14.13조
컴퓨팅 시설의 위치

없음

2. 어떤 당사국도 인(人)으로 하여금 그 영역 내에서의 사업 수행 조건
으로 당사국의 영토에서 컴퓨팅시설을 이용 또는 위치하도록 요구
해서는 안된다.

자료 : 한미 FTA, CPTPP 협정문

-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컴퓨팅설비 현지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별도의 투자가 필요치 않아 중소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예외조항에 포함된 공공정책 목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➍ 개인정보보호 국내법 체계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짐에 따라 CPTPP는 무역협정
최초로 회원국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국내법 체계를 채택·유지할 의무를 부과
○

CPTPP

각 회원국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채택·유지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명시할 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일된 국제규범을 제시하지는 못함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내 개인정보보호 조항 비교>
한미 FTA

CPTPP 제14.8조
개인정보보호

없음

2.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
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에 있어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 한미 FTA, CPTPP 협정문

□ 국제통상규범 발전을 주도하는 미국과 EU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상반된 입
장을 보이며 대립함에 따라 관련 국제규범이 형성되기 전까지 법적 공백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ICT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우선시하는 반면 EU는 인권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시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복수국간 서비스무역협정(TISA)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에서 미
국과 EU가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국제규범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 경과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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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M*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급성장하고
있음
* 디지털경제를 이끌 핵심키워드로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
일(Mobile)의 영문 첫 글자 조합

○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등 미국 IT기업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알리바바 등 중국 IT기업이 후발주자로서 도전하는 양상

○

막대한 비용을 들여 IT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자국

클라우드 업체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를 강조하는 EU 및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

국경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국내에서 저장·가공 해야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온라인에 국경을 설치하는 데이터 보호주의로 운영되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소프트웨어연합(BS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등 IT단체와 씽크탱
크는 주요국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면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ICT 정책의 중요성 부각

□ 개별 기업이 각국마다 상이한 ICT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간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통상규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미국, EU, 중국의 입장 차가 확연하여 WTO 내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에 대한 다자규범도 부재

○

한미 FTA, CPTPP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친화적인 통상환경을 조성

KITA TRAD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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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EU가 참여하는 TISA, TTIP 협상에서 제정된 디지털통상규범이 다자차원의 통상규범 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각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자유로운 정보 이전이라는 원심력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라는 구심력
간 균형을 추구하는 디지털통상규범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함
- 과거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이한 가치관이 대립하였지만 WTO 내에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신설되어 새로운 통상규범이 탄생한 바 있음
- 우리 정부도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통상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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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ITA 통상리포트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제현정/이희성/정혜선

18.02.22

2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필요성과 수출 유망품목

곽동철

18.03.08

3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의미와 쟁점

박진우

18.03.20

4

USTR 2018년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제현정

18.03.07

5

美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주요 영향

이희성/정혜선

18.03.09

6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이요셉

18.03.21

7

미국 반덤핑 조사 개시 동향 및 미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시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사례

이희성

18.03.20

8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박진우/최재원/제현정

18.03.23

9

美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박진우/제현정

18.04.05

10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

곽동철

18.04.16

11

미ㆍ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조사

박진우

18.04.30

12

미국의 대(對)한ㆍ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이희성

18.05.08

13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정혜선

18.05.08

14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발표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곽동철/최재원

18.05.09

15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개요 및 전망

이요셉/제현정

18.06.04

16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ㆍ중 간 통상분쟁
- 美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

박진우/곽동철

18.06.18

1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정혜선/박진우

18.07.03

18

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설송이

18.07.10

19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디지털통상규범의 필요성

곽동철/최재원

18.07.11

➲ 상기 통상리포트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통상리포트 URL  : http://www.kita.net/newtri2/report

➲ 메일을 통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 신청메일  : trifta@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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