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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동향
- 미국 CLOUD Act와 해외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국외 이동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맹 정 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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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 세계 최초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컴퓨팅법)’이
국내에서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 및 2016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관
련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간 해외 각국에서도 보안 평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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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정비 등을 포함하여 정부 중심의 다양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노력을 경주해왔다.
선제적이었던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입법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면서 그간의 법률 시행 과정
에서 확인된 미비점과 업계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좀 더 실효적인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 지원 작업의 일부로 본고를 통해 클라우드 컴
퓨팅 관련 최근 해외 법제도의 동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미국 Microsoft 사건과 CLOUD Act 입법 등을 계기로 국외로 이전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문제와 EU GDPR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의 발효 등을 계기로 그에 대응
되는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등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 관련 쟁점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장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전제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속성
과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맞물려 미국과 미국 이외 여러 국가들 사이에
서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해외로 이전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 접근
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CLOUD Act와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반대로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EU GDPR과 중국 네트
워크안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최근 해외 법제의 동향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Ⅱ. 해외로 이전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1. 미국 CLOUD Act의 배경
1) Cloud Act 이전 미국 저장통신법
CLOUD Act 입법의 배경이 된 Microsoft 사건1)의 쟁점이었던 1986년 미국 저장통신법(The Stored
Communications Act)2) 제2703조에서는 정부기관이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저장
된 전자통신 정보의 유형과 각각의 정보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3)

1) In the Matter of a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oration,
2014 WL 1661004 (S.D.N.Y. 2014)(No. 13 Mag. 2814); Microsoft v. United States, 829 F.3d 197 (2d Cir. 2016)(No.
14-2985);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138 S.Ct. 1186 (2018)(No. 17-2).
2)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of 1986 (SCA, codified at 18 U.S.C. Chapter 121 §§ 2701–2712 as Title II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E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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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soft 사건
가) 사실관계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2월 마약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계정에 대해 뉴욕남부지방법원
으로부터 1986년 미국 저장통신법에 근거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
를 상대로 해당 이메일 계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마이
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정보만을 제출하고,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한 후 영장 무효화를 구하는 소4)를 제기하였다
(Microsoft moved to quash the Warrant).5)

나) Issue 및 Rule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미국 법집행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미국 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저장통신법에 따른 영장 집행이 법률의 역외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6)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종래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n Bank Ltd., 561 U.S. 247
(2010) 및 최근 RJR Nabisco, Inc. v. European Cmty., 579 U.S. __, 2016 WL 3369423
(2016) 판결 등을 통해 입법기관의 역외 적용 의사가 법률에 드러나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법률
은 역외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내 적용 추정(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원칙을 확립해 왔다.7)

다) 1심의 판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장 무효화 청구에 대하여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은 2014년 4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8)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하였다.

3) 18 U.S.C. § 2703.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4) Microsoft v. United States, 2014 WL 1661004 (2014).
5) Microsoft v. United States, 829 F.3d 197 at 5.
6) Microsoft v. United States, 829 F.3d 197 at 5 (“Warrants traditionally carry territorial limitations“).
7) Microsoft v. United States, 829 F.3d 197 at 6.
8) Microsoft v. United States, 2014 WL 16610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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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심의 판단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2016년 7월 미국 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국 밖에 저장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장통신법에 따른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역외 적용으로서 종래 연
방대법원의 역내적용 추정을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9) 제2순회항소법원은
저장통신법의 목적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인데 본 건 영장의 집행으로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해
당 법률 관련 행위가 발생되었으므로 법률의 역외 적용에 해당되고, 1986년 입법 당시 의회가 저장
통신법에 따른 영장의 역외 적용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10)

마) 연방대법원의 판단
법무부는 이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저장통신법을 개정하
는 법안을 제출하였고,11) 역외 적용 조항이 포함된 CLOUD Act가 양원을 통과하고 2018년 3월 23
일 대통령이 서명하여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CLOUD Act를 근거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집행하
였고,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영장이 기존의 영장을 대체하였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2018년 4월 17일 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다툼이 없다(No live dispute
remains)고 판단하고, 연방항소법원으로 하여금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툼이 없으므로 지방
법원에게 사건을 기각할 것을 명하도록 판시하였다.12)

9) Microsoft v. United States, 829 F.3d 197 at 6-7 (“The application of the Act that the government proposes ―
interpreting “warrant” to require a service provider to retrieve material from beyond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would require us to disregard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that the Supreme Court re‐stated
and emphasized in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n Bank Ltd., 561 U.S. 247 (2010) and, just recently, in RJR
Nabisco, Inc. v. European Cmty., 579 U.S. __, 2016 WL 3369423 (June 20, 2016). We are not at liberty to do
so.“)(“we REVERSE the District Court’s denial of Microsoft’s motion to quash, VACATE its finding of civil contempt,
and REMAND the cause with instructions to the District Court to quash the Warrant insofar as it directs Microsoft to
collect, import, and produce to the government ustomer content stored outside the United States.”).
10) Microsoft v. United States, 829 F.3d 197 at 6 (“its aim was to protect user privacy in the context of new
technology that required a user’s interaction with a service provider. Neither explicitly nor implicitly does the statute
envision the application of its warrant provisions overseas.“)
11) Stephen P. Mulligan, “Cross-Border Data Sharing Under the CLOUD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2018), pp. 7-8 (“The Legislative Response to Microsoft in the CLOUD Act”).
12) United States v. Microsoft, 138 S.Ct. 1186 at 3 (“the judgment on review is accordingly vacat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with instructions first to vacate the District
Court’s contempt finding and its denial of Microsoft’s motion to quash, then to direct the District Court to dismiss
the case as m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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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Cloud Act의 내용
1) 미국 저장통신법의 역외 적용
CLOUD Act 이전의 1986년 저장통신법에는 미국 정부가 서비스제공자에게 미국 밖에 저장된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았고, 앞서 설명한 Microsoft 사건에
서 미국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외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미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의회
는 2018년 3월 23일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CLOUD Act §103(a)(1)13)을 통해 저장통신법 제
2713조를 신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저장통신법 제2713조14)에“전자통신 서비스나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미국 내에 또는 미국 밖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 보
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고객 또는 가입자와 관련된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 및 기록 또는 정보에
대한 본 장의 보존, 백업,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저장통신법의 역외
적용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와 동시에 CLOUD Act는 저장통신법의 제2703조도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통
신법 영장에 대해서 사전에 법원을 상대로 이를 각하 또는 변경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
공하고 있다.15)
CLOUD Act는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또는 가입자의 통신 내용 공개 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대하여 영장 기각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i) 정보의 공
개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qualifying foreign government)의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ii) 사정을 종합할 때 사법정의에 비추어 해당 법적 절차가 변경 또는 기각될 필요가
있으며, (iii)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국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거주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13) The CLOUD Act §103(a)(1) amends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18 U. S. C. §2701 et seq., by adding the
following provision: “A [service provider]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to preserve, backup, or
disclose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any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 within such provider’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regardless of whether such
communication, record, or other information is located within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v.
Microsoft, 138 S.Ct. 1186 at 3.
14) 18 U.S.C. § 2713. Required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s and records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to preserve, backup, or disclose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any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 within such provider’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regardless of whether such communication, record, or other information is located within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15) CLOUD Act § 103(b); 18 U.S.C. § 270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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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기각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16)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외국 법률 준수 의무와
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일부 완충 장치를 두고 있다.

2) 행정협정을 통한 미국 외 국가의 정보접근 및 상호주의
CLOUD Act는 저장통신법에 제2523조17)를 신설해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의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 체결을 통한 상호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동조는 미국의 전
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행정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의 정보 제공요청에 적법하게 응할 수 있
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18)
구체적으로 동조는 상대방 외국 정부의 집행을 포함한 국내법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프라이
버시와 국민의 자유를 실체 및 절차적으로 충분히 보장한다는 등19) 법률에서 정한 요건20)을 충족한
다고 국무장관의 동의하에 미국 법무장관이 서면 확인서를 의회에 제공할 경우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부와 행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21)
행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 정부와 해당 행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테러 등 중대한 범죄 수사
등과 관련되고22) Cloud Act에서 규정한 요건23)을 충족할 경우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에 직접 데이
16) 18 U.S.C. § 2703 (h) Comity Analysi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arding Legal Process Seeking Contents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2)Motions to quash or modify.—
(B) Upon receipt of a motion fil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the court shall afford the governmental entity that
applied for or issued the legal process under this section the opportunity to respond. The court may modify or
quash the legal process, as appropriate, only if the court finds that—
(i) the required disclosure would cause the provider to violate the laws of a qualifying foreign government;
(ii)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justice dictate that the legal process should be
modified or quashed; and
(iii) the customer or subscriber is not a United States person and does not reside in the United States.
17) CLOUD Act § 105(a); 18 U.S.C. § 2523 Executive agreements on access to data by foreign governments.
18) 18 U.S.C. §2523. Executive agreements on access to data by foreign governments
(b) Executive Agreement Requirements.-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hapter 121, and chapter 206, an executive
agreement governing access by a foreign government to data subject to this chapter, chapter 121, or chapter 206
shall be consider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if the Attorney General, with the concurrence of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s, and submits a written certification of such determination to Congress, including a
written certification and explanation of each consideration in paragraphs (1), (2), (3), and (4).
19) 18 U.S.C. §2523. (b)(1) the domestic law of the foreign government,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at law, affords
robust substantive and procedural protections for privacy and civil liberties in light of the data collection (Omitted).
20) 18 U.S.C. §2523. (b)(1)-(4).
21) 18 U.S.C. §2523 (b).
22) 18 U.S.C. §2523 (b)(4)(D) an order issued by the foreign government(i) shall b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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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지만, 당해 요청이 의도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등 외국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24)하고 있다.
나아가 만약 외국 정부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미국 역시 직접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25)

3.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의 해석
한편 2001년 체택되어 2004년부터 발효 중인 EU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The Convention
on Cybercrime, 또는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18.1.b.에는 가입국으로 하여
금 가입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서비스 제공 중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서비스제공자가 보유 관리
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26) 최근 2017년 3월 1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협약 위원회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에서도 서비스제공자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한
대상 가입자 정보가 타국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27)
serious crime, including terrorism;
23) 18 U.S.C. §2523 (b)(4).
24) 18 U.S.C. §2523 (b)(4) the agreement requires that, with respect to any order that is subject to the agreement(A) the foreign government may not intentionally target a United States person or a person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shall adopt targeting procedures designed to meet this requirement;
(B) the foreign government may not target a non-United States person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the
purpose is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a United States person or a person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C) the foreign government may not issue an order at the request of or to obtain information to provid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a third-party government, nor shall the foreign government be required to share any
information produced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a third-party government;
25) 18 U.S.C. §2523 (b)(4)(I) the foreign government shall afford reciprocal rights of data access, to include, where
applicable, removing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including providers subject to United States
jurisdiction, and thereby allow them to respond to valid legal process sought by a governmental entity (as defined
in section 2711) if foreign law would otherwise prohibit communications-service providers from disclosing the data;
26) Article 18 – Production order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mpowe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b. a service provider offering its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o submit subscriber information relating to
such services in that service provider’s possession or control.
27)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 “T-CY Guidance Note #10 Production orders for subscriber information
(Article 18 Budapest Convention)” (2017) Available at:
https://rm.coe.int/16806f943e (Feb. 2, 2019, date last accessed) (“Committee, following detailed negotiation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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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 제한
1. 문제점
최근 해외 각국의 클라우드 법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데이터 자주권(sovereignty)
문제이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배하는 현황
과 함께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국가 안보와 테러와의 전쟁에 대응키 위하여 정비되었던
미국 애국법(The USA PATRIOT Act)28) 및 이를 대체한 2015년 미국 자유법(The USA
FREEDOM Act)29)과 관련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권한을 얻기 위한 미국 법원의 절차가 간이
해졌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외국 첩보 정보와 관련된 많은 정보에 대한 접
근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면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여타 국가로
부터 정보주권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각자 다양
한 방안을 통해 데이터 자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 EU GDPR 관련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2018년 5월 25일부터“일반 데이터 보호규
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되었다.
GDPR에서는 EU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EU 비회원국의 법원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결정 등에 따
라 EU 외부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GDPR 제48조는
외국의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EU 회원국과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상호 사법공조조약과 같은 국
제협정(an international agreement, such as a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근거한 경
우에만 EU 당사국 외부로의 개인정보 공개나 이전을 허용한다.30)
adopted a Guidance Note on the production of subscriber information following a lawful request by a criminal justice
authority. This includes situations where a service provider is offering a servic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without
necessarily being located in the State or where the subscriber information sought may be stored in another
jurisdiction or on servers “somewhere in the cloud.”).
28)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USA Patriot Act) (Public Law Pub.L. 107–56).
29)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of 2015 (USA Freedom Act) (H.R. 2048, Pub.L. 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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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데이터 전송 및 처리에 관한 EU GDPR 제48조 및 그에 따른 EU 회원국의 국내법과 CLOUD
Act에 따라 개정된 저장통신법에 따른 미국의 영장 집행은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31) 나아가
앞서 소개한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이 GDPR 제48조 상의 국제협정(an international
agreement, such as a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섭될 수 있을지 여
부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32)

3.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관련 문제점
2016년 11월 7일 제정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네트
워크안전법)33) 중 2018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고 있던34) 동법 제37조의 국외 이전 조항35)이 2019
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핵심정보인프라 설비 운영자가 중국 영토 내에서 설비 운영 중
수집 또는 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36) 이에 따라 중국에서 클라
30) EU GDPR Article 48 “Transfers or disclosures not authorised by Union law”
Any judgment of a court or tribunal and any decision of an administrative authority of a third country requiring a
controller or processor to transfer or disclose personal data may only be recognised or enforceable in any
manner if based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such as a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in force between the
requesting third country and the Union or a Member State, without prejudice to other grounds for transfer
pursuant to this Chapter.
31) Jennifer Daskal, “Microsoft Ireland, the CLOUD Act, and International Lawmaking 2.0”, 71 Stan. L. Rev. Online 9
(2018) p.12.
32) 송영진, “미국 CLOUD Act 통과와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형사정책
연구원 (2018), pp. 165-166
33)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Available at:

http://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htm (Feb. 2, 2019, date last accessed)
34) Xiaoyan Zhang, “Cross-Border Data Transfers: CSL vs. GDPR” (2018) Available at:

https://www.reedsmith.com/en/perspectives/2018/01/cross-border-data-transfer-csl-vs-gdpr (Feb. 2, 2019, date
last accessed)
(“Although CSL took effect on June 1, 2017, the compliance deadline for the most controversial cross-border data
transfer requirement is deferred until Dec. 31, 2018. On 31 December 2018, Article 37 of the CSL, relating to data
localisation will come into effect.”)
35) 네트워크안전법 제37조
网络安全法 第三十七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个人信息和重要数据应当
在境内存储。因业务需要，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按照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的办法进行安全评估；法律、
行政法规另有规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경
내에 저장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외에 저장하거나 국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네트
워크정보기관이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
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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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내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CLOUD Act에 의해 개정된 저장통신법에 근거한 미국의 영장 집행 역시 추후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의 국외 이전 조항과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 논의을 중심으로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해외 법
제도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미국 CLOUD Act 입법 등을 계기로 국외로 이전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문제와 EU GDPR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의 발효 등을 계기로
그에 대응되는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등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 관련 쟁점
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법의 입법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면서 그간 확인된 미비점과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좀 더 실효적인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클
라우드 저장 정보의 국외 이전 쟁점을 중심으로 한 최근 해외 법제의 동향이 국내 클라우드법제 개
정 작업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 등은 관련 최근 해외 법제도 동
향을 소개하는 본고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추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36) 네트워크안전법 제37조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국외에 저장하거나 국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이 국무원
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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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클라우드컴퓨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등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서비스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과 같은 신흥 국가들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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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클라우드컴퓨팅이 미래 ICT 환경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5년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되었다. 비록 7~8년이
라는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제정된 법률이기는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는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가능한 규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진흥, 촉진, 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는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하여 네거티브규제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는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맞지 않는 사항이 적지 아니하고, 네거티브규
제원칙은 폭넓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Ⅱ. 클라우드컴퓨팅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에서 처리되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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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오프라인영역에서 처
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고, 온라인영역에서 영리를 목적으
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
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
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방송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에서 처리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정보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성격 또는 처리주체의 신분에 따라 각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들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어서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일부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
슈로는 특히 1) 클라우드컴퓨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의 주체 및
책임의 범위,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 3)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누구에게 유출 및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4) 그밖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위탁사실 고지 등 각종 공개, 고지, 통
지 등의 의무 주체, 5) 과징금의 부과 기준, 6)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등이 문
제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상 이와 같은 이슈들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서만 발생하는 문
제는 아니지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꿔 말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자신은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책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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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법적 성격 :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의 관계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란 가상화 기술1), 분산처리 기술2), 자동화 기술3) 등
을 이용하여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
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商用)으로 제
공하는 서비스로서(제2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크게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IaaS),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3) 응
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으
로 나뉜다.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분석해 보면 IaaS는 임치(창고업)에
유사하고, SaaS와 PaaS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유사하다. SaaS 중에서도 보안 서비스의 제공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SeCaaS4)는 도급과 유사한 성격도 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현행법 체계상 어떤 형태의 전형화된 계약유형에도 포함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비전형 계약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상 위탁이란 위탁을 한 사람(위탁자)이 위탁을 받은 사람(수탁자)에 대한 신임을 전제로
하여 ‘법률행위(法律行爲) 또는 사실행위(事實行爲)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위
탁을 받은 사람(수탁자)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타인을 위하여 데이터의 보관 또는 관리를 대신해 주거나 데
이터의 분석·가공·삭제 등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사
이에는 위·수탁관계 유사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위·수탁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자들 간에 다툼이 있다.

1)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4) Security as a Service(SECaaS)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on-demand(주문형)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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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수탁 규정 적용 반대론의 논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위·수탁 규정의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서비스 이용자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제공할 뿐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고 개
인정보처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도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한 이용자가 위탁자
로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
넷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위·수탁 관계로 볼 경우 한 명의 정보주체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
보 처리업무 위탁에 반대할 경우 사업자는 전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큰 장애 요인이 된다.
다섯째, 위·수탁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진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위·수탁 관계에 유사한 법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임치의 성격이 강한 IaaS에 한정되고,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의 임대차에 유사한 SaaS와
PaaS는 위·수탁 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위·수탁 규정 적용 찬성론의 논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신해서 보관, 관리, 분
석, 가공, 삭제 등의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
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위·수탁 규정의 적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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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처리업무의 위·수탁 관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에 대한 접근권한 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를 보관, 관리 등만 하더라도 즉 데이터
의 보관, 관리 등 사실행위만을 의뢰받는 경우라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기록, 저장, 가공, 편집, 파기 등의 처리행위는 반드시 수탁자가 혼자서 완성해
야 할 필요는 없고 수탁자와 위탁자와 협업을 통해서 완성할 수도 있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처리 업무를 완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만을 위탁하는 것
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정보통신자산
만 제공하고 데이터의 처리는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자산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한다고 하더
라도 해당 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운영·관리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므로 통상적인 임
대차나 사용대차와는 다르다. 즉, 서비스 이용자는 기계적으로 명령만 내릴 뿐 데이터의 실질적인
처리는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지배영역(점유) 내에서 수행된다.
넷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데이터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해당 데이터에는 영업
비밀, 지적재산 등과 같은 데이터 이외에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
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처리 여부는 충분
히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극히 힘들다. 만약 처리하는 데이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
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 수탁업무의 내용 및 수
탁자의 공개 또는 고지 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문제는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서만 문제되는 규제가 아니고 모든 ICT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슈
이다. 또한 일부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며 현대 법학이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다. 해외의 사례
유럽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Data processor”로, 서비스 이용자
는 “Data controller”로 간주하고 있다.5) 유럽연합 GDPR에서 Data controller는 우리나라 개인정
5)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2 on cloud computing(July 2012) 및 Data Protection Code of Conduc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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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과 유사하고, Data processor는 수탁자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지
만 Data processor의 개념과 수탁자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EU GDPR은 수탁자(processor)를 ‘컨트롤러를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그 밖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제4조제8호) 사실상 국내법상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와 같
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GDPR은 위탁이니 위임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타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 주는 자에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즉 GDPR은 위탁, 위임, 임치, 임대차, 사용대차, 도급 등을 따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 주는 자를 모두 묶어서 하나로 Processor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개념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3. 주요 규제 이슈
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공개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위
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
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26조제2항).
특히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6조제3항).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제26조제4항).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2)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Cloud Service Providers (May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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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
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5조제1항).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전자
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고
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25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 및 교육하
여야 하고(제25조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
에 의하여야 하며(제25조제6항),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제25조제7항).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6),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on-demand 방식(주문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된다. 예컨대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암호화 수준 등을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밖의
보안서비스도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는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6조제7
항, 제29조).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수탁자는 위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
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7조제2항, 제28조).
6)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
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
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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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또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구체화 되어 있어 모든 수탁자는 이와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
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를 수탁자로 본다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자로서 해
당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를 on-demand 방식(주문형)으로 제공한다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다.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
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4
조제1, 2항 및 제26조제7항).
또한, 수탁자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
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
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
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7조의3제1항).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7조의3제5항).
클라우드컴퓨팅법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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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제25조제1항)7), 특히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5조제2항).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처리 중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나 서비스 이용
자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 외에, 개별 정보주체에 대해서까지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
탁·보관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
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
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63조제2항).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
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3조제4항).
그런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는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서 보관·관리되거나 가공·편집·분석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관·관리는 물론 가공·편집·분석 등의 활동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국외이전에 대해서 이용자(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거나 보관시킨 경우에는 동의절차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
7)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업 이용자에게만 알리면 되는지 개인 이용자(즉 정보주체)에게까지 알려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기업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자에게도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나, 기업 이용자의 고객(정
보주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는 아니므로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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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개선 방향
앞에서 소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해 상태에서 입법화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규정을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개정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하
여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병국의원이 2018. 9. 6.에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
나,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제25조(침해사고등의 통지 등)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처리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국외
이전 제한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
지 않고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컨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를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기술
적·관리적 조치 의무,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국외이전 제한 등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의 환경에 맞게 특별규정을 신설하는 하는 것이다.

Ⅲ. 클라우드컴퓨팅과 전산시설등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는 당초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지정 등의 요건으
로 전산시설등이 요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의해서 대체가 가능하게 하려는
8)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밑줄 친 단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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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도입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인가, 허가, 등록, 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등의 구비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의 신청자는 해당 전산시설등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대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산시설등의 구비 의무를 대체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
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
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
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결과 공공분야, 교육분야, 금융분야, 의료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논리적 망분리 허용) 등의
분야에서는 현재 사실상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기
술기준들이 대부분 법률이 아닌 고시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가 네
거티브 규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2. 주요 규제 이슈
가. 공공분야
현행법상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
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
라 전자정부법 제56조9)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0)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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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토를 받은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에 따른 정보자원 등급제, 정책협의체 사전 협의제도 등에 의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자원의 중요도 평가결과

I 등급인 정

보자원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대다
수 기관들이 아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
률에 금지 또는 제한이 없으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
조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강
구하여야 하고, 특히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
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나 민간기업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꺼리기 때문이다.11)
이에 따라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제’를 도입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
한 기준｣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시 인증받은 부분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은 권장 기준이기는 하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

9)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
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
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클라우드시스템 보안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
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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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2)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자원의 중요도 평가결
과 I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보자원에 대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2월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대신 ｢전자정부법｣에 민
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명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대상정보13),
이용기준(보안, 성능, 비용 등) 등을 행안부 훈령으로 구체화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여부를 판
단하게 하겠다는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14)

나. 교육분야
应 전자정부법상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제2조제3호) 현행법상 초·중·고·대학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 준해서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초·중·고·대학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자원 중요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
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6조(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추가로 취하여야 한다.
1. 보안 수준 협약에 관한 사항
2. 도입 전산장비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및 네트워크 환경 보안관리 수준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장애 시 대응 절차 및 협조체계 구성에 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적 위치 및 분리에 관한 사항
6.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검증필 암호화 기술 제공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제를 위한 제반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13) 국가안보, 수사·재판 정보, 개인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제외
14)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21) -, 2018.12.,
관계부처 합동,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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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부의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상용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는 해당 학교 기관장의 책임 하에 이용이 가능하나(제26조제1항), 이 경우에도 국
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의료분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다. 외부 저
장·처리 방법으로는 의료기관 자체 외부설비, 의료기관 간 공동 이용설비, 전문기관 보유설비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IT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장·처리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해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
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1)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2) 전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저장장비 등을 대체할 수 있
는 예비 장비, 3)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4) 재해예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7조(의
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취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를 무중단 백업 및 긴급 복구가 가능하
게 하여야 하고, 백업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위한 장비 및 설비와 분리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둘 이상
의 회선 분리, 둘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 내부망 구성, 라우터의 이중화 구성 등 이중화된 네트워
크를 구성하여야 하고,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인증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 내․외
부 네트워크를 보호하여 하며, 정보보호 제품 중 CC 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CC인증을 받은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관리를 위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조치의무가 많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 의원이나 영세 병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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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분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
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14조제1항제5호).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를 국
내에 설치하여야 하고(제11조제11호), 전산실에는 무선통신망의 설치가 금지된다(제11조제12호).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
리하지 않는 전산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는 물리적 망분리, 전산실 국내설치, 무선통신망 설치금지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저해하
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의2제5항).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시스템 으로서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를 처리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4조의2제1항).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
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14조의2제2항),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
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기준 지정 결과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
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의2제3항).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전산시스템
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
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중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
는 전산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도 1)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2)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3)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를 조건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개정 제14조의2제1항).
다만,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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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과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제외하고,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
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제14조의2제8항).

3. 개선 방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비용, 보안, 성능,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사업자들의 데이터가 공동으로 관리되고 사업자의 영역 밖에서 처리되거나 보관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환경에서 보안, 성능 등이 사업자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
러나 현재와 같이 고시나 규정 수준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네거티브규제원칙의 효력을 반감시킨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의 네거티브규제원칙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산시설등의 구비의무 규제에 대해서
는 반드시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에 위임
하거나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정병국의원이 2018. 9. 6.에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16)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
설등을 규정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이 전산시설등에 포함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의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나17) 단서 조항의 삭제만으로는 입법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
해당 단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
15) “법령”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 규범인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총리령·부령), 그밖에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등을 의미하고 고시, 공고, 지침, 지시, 가이드라인, 훈령, 예규 등은 원칙적으로 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고시 또는 훈령은 예외적으로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고, 지침, 지시, 가이드라인, 훈령, 예규 등으로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등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16)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
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7) 정병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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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하
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1조 단서조항의 삭제와 동시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
행규칙, 고시 등이 아닌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이용 제한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분야, 교육분야, 금융분야, 의료분야 등에 남아 있는 클라우드 이용 규제들도 해당 규제
가 필요하다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영역 또는
대상을 정해서 규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용 규제가 아니라면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삭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제21조(전산시설
등의 구비)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클
라우드컴퓨팅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호보호법, 정보
통신망법 등의 일부 조항이나 전자정부법·의료법·전자금융법 등에 따른 하위 법령이나 고시·가이
드라인의 문제이기는 하나, 해당 법률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맞게 개정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관련법률에 따른 법령, 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고 앞으로도 추가로 개정될 예정이지만, 개별
법령, 고시 등의 개정 작업과 함께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와 제21조도 개정하여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규제완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여전히 논의에 진전이 없어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개정을 통해서 신속
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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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Ⅰ.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1)이 확산되고 미국2)과 영국3) 등에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컴퓨팅
1)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1995년 미국 General Magic에서 AT&T 등 다른 여러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고 최초로 시작했으나
10년이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자리를 잡기 시작 했다. 2005년 당시에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시기에만 웹으로 접
속하여 사용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과금하는 형태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에 집중되었으나 이 후 서버, 스토
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의 IT 인프라 장비를 가상화 환경으로 구축하여 필요에 따라 빌려 쓰는 방식인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와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없이 웹에서 빌려 쓸 수 있는 PaaS(Platform as a Service)의 방식까
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김갑호/이성민, “클라우드 시장 더 이상 뜬 구름이 아니다”, 교보증권, 2015. 4. 1, 4면).
2) 오바마 정권은 IT전략에 주력하였다. 취임하자마자 연방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워싱턴 DC의
CIO로 클라우드 활용에 실적을 낸 Vivek Kundra를 기용했다. 그는 클라우드의 활용과 데이터의 오픈화를 강력히 추진했
다. 2010년 12월에 연방 CIO가 발행한 전략 “연방정부의 IT관리 개선을 위한 25개 중점과제(25 Point Implementation Plan
to Reform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에 의해 “Cloud First”정책을 재차 명시하였다. 그리고 2011년 2
월에는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를 발표하고, 확립한 전략으로서 클라우드의 활용을 재차 명시하고 있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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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스토리지(Storage), 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정보(information)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온디맨드(on demand)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인터넷기반의 컴퓨팅을 말한다.4) 보다 상세하게는 클라우드컴퓨팅을 “① 분산되어 있는 컴퓨
팅 자원을 ② 네트워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③ 가상화 기술이나 분산처리 기술 등을 통해 ④ 자동
적으로 ⑤ 통합(공유)된 컴퓨팅자원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⑥ 컴퓨팅 자원의 효율을 달성하
도록 한 컴퓨팅 방식으로, ⑦ 이용자가 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
지 등 각종 컴퓨팅 자원을 ⑧ 필요한 만큼만 ⑨ 신축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⑩ 사용한 양에 대해
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⑪ 서비스형태로 제공되는 컴퓨팅”으로 정의할 수 있다.5)6) 그런 의미에서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의 한 영역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자원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
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7) 우리나라도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스토어

씨앗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공공IT 조달의 한 부분으로 현행 조달체계를 따라야 하
는데, 현행 조달체계는 아직까지는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에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체계정비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8)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그 이후 현행 조달

프 대통령은 클라우드 온니(Only) 행정명령조치로 전 정보화의 클라우드 전환을 의무화하고, 관련 지원사업 비용도 연간 3
천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항원 입법으로 2017. 5. ICT 현대화법이 제정되고 있다.
3) 영국에서는 2012년에 G-Cloud 프레임워크에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조달에서 구입하는 구조가 시작되었다.
CloudStore라고 부르는 온라인 ICT서비스 카탈로그를 출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이를 통해서 목적에
합치된 비용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급자는 정부와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온라인시장에 서비스의 가격, 내용, 계약조건 등을 등록한다. 영국 기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2014년 CloudStore는 Digital Marketplace로 대체되었다.
4) 이창범,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정보보호학회지」 제20권 제2호(한국정보보호학회,
2010), 32면.
5) 고영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TECHNOLOGY」, 제7권 제3호(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11), 8면. 한편, 동인은 이러한 견해를 클라우드컴퓨팅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누어 설
명하기도 한다.
6)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비용을 주고 쓰면서, 정
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정준현/이
창범/정관영/김진환/고영하/김현철,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발간사).
7) 김현철,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관한 UNCITRAL 가이드(안)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9권 제1호(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33면.
8) 이현승/이윤선,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SPRi 인사이트리포트」 제2017-006호(소프트웨어정책연
구소, 2017),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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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간략히 검토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을 조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조달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Ⅱ. 클라우드 기본계획
1. 연혁 및 의의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합동으로 2015년 11
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와 K-ICT(정보통신기술)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융합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
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다.9) 동 계획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
(2016년~2018년)10)인데,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막 힘찬 비
상을 하려고 하는 국내 클라우드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2.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6년 - 2018년)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
계획(2016년~2018년)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
인 클라우드 도입, ②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
고, 2단계 계획(2019년~20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됐다.11)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9) 기본계획의 확정에 앞서 2014년 1월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고, 2015년 11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0)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
11) 백지영, “공공 클라우드 도입 초읽기…“2018년엔 40%가 이용””, 「디지털데일리 클라우드」,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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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전략 9대 정책과제

1.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② 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③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마련

2.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④ 클라우드 친화적인 제도개선
⑤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
⑥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

3.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⑦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진출 촉진
⑧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
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

(1) 세부 추진계획

1) 공공부문

클라우드를 통한 공공혁신 가속화를 위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공공기
관 40% 이상 클라우드 이용토록 한다.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년 9월 25
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25개 기관(12,698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총 820개 응답기관(66.9%) 중 ’18년 84개 기관(188개 시스템), ’19년 이후에는 61개 기
관(248개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유형별로는 응답기관 중 53개 기
관에서 G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를 이용하고, 105개 기관에서 자체 클라우드를, 132개 기관에
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13) 선도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클라우드의 안전성, 신뢰성 검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
고자 한다.14) 2018년 세부 사업내용은 크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2)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원(공공부문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정부
3.0 추진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사회 ICT인프라, 클라우드로 대전환 -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 ‘정부 3.0’ 실현의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 2015. 11. 10, 3면).
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현황 및 전망”,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SSUE」 NO. 6(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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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공공부문 클라우드 컨설팅 및 민간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공공부문 클라우드 인
식확산을 위한 교육·설명회·홍보 추진, 공공부문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
스 유통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15)

2) 민간부문

중소·창업기업 등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
산업단지·신서비스 개발에 66.4억원을 지원한다.16)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을 지속적으
로 발굴․개선하여 全산업에 클라우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민간중심 규제개선추진 활성화).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하여는 클라우드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우선 마련
후, 친(親) 클라우드적인 제도개선, 클라우드로 기업․산업의 혁신지원 등이 있다. 그 구체적인 대응과제
는 다음 표와 같다.17)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과제>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마련
클라우드 친화적인
제도개선
클라우드로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

① 클라우드 사업자 사고대응체계 구축
②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보호 기반 구축
③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① 클라우드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개선
②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① 클라우드로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
②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적용
③ 클라우드 기반의 창업 활성화

14) 올해(2015년) 안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마련한다(백지
영, 전게 “공공 클라우드 도입 초읽기…“2018년엔 40%가 이용”” 참조).
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 전게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현황 및 전망”, 5면.
16)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2016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해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 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 SW교육, 선거관리, 헌법
기관 자료백업, 국가 R&D, 지자체 대민서비스, 평창올림픽 등 국가 대형 이벤트, 공공기관 스마트 협업, CCTV 영상보관
관리, 국가학술정보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백지영, 전게 “공공 클라우드 도입 초읽기…“2018년엔 40%가 이
용”” 참조).
17) 관계부처 합동,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안)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년) -”, 2015. 11.
10, 20면.

45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

3) 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강화

국내 클라우드의 단계별 성장 및 글로벌화 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우드 전문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클라우드 기업(SaaS․PaaS․IaaS․CSB)18)의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을 지원하고, 국
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과의 연계, 국내 SaaS의 해외 시장 진출의 지원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
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다(‘16년∼).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
로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역량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
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19)

4) 클라우드 산업 성장 기반 조성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인식확산 등 클라우드 산업의 저변을 확산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
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20) 미국대비 클라우드 기술수준을 2015년 79.8% 수준에서 2018
년 9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2)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동안 클라우드컴퓨팅의 확산을 위한 입법 그리고 제1차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과

18)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인프라 서비스(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플랫폼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PaaS), 소
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가 있다. IaaS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초이며, PaaS는 IaaS를 기초로
구축되고, SaaS는 PaaS를 기초로 구축된다(고영하, 전게논문, 10-11면). CSB(Cloud Services Brokerage)는 클라우드컴퓨
팅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에서 최종 설치･운영까지의 과정을 담당하는 클라
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를 말한다(정준화,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황과 과제”, 「현안보고서」 Vol. 313(국회입법조사처, 2017),
16면).
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 전게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현황 및 전망”, 6면.
20) ◇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사고발생 시 조기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 (클라우드 인식 확산) 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설명회 추진과 함께 민간부분의 클라우드 인식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클라우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 (클라우드 기술경쟁력 향상) 해외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선점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클
라우드 원천기술개발 및 R&D 성과물의 시장진입 지원
◇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체계 형성
◇ (클라우드 정책 성과창출 기반 조성)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클라우드 기본계획’ 이행 점검, ‘클라우드
전문위원회’를 통한 성과 창출 추진, 클라우드 선도국가 추진 협의체(민간)를 구성, 클라우드 기반 국가혁신
모멘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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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율은 저조한 편이다. 예컨대, OECD 33개국 기업
(종사자 10인 이상)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율은 평균 24%이고 이용율이 가장 높은 핀란드는 56.9%
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이용율은 12.9%에 불과하여 33개 국가 중에서 27위에
그치고 있다21). 국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등 제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기관 기준)은 2016년
4.5%에서 2017년 19.4%로 대폭 올랐으나, 2018년 추가도입률이 낮을 전망이어서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계획 상의 2018년 목표치인 40%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가장 큰 것으로는 클라우드의 안전성 문제 즉, 씨큐리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22)
둘째, PaaS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해 보인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를 살펴보
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6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전체 535개 기업 중 267개 기업이 응답
하였는데, SaaS 기업이 33.0%로 가장 높고, IaaS 기업이 22.1%, PaaS 기업이 3.0% 수준이다.23)
셋째, 데이터센터의 지방으로의 분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도 클라우드 데이
터센터를 운영 중인데, 대부분의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즉, 약 70.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44.3%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 등의 경우에는 중국인의 개인정보와 중
요한 데이터24)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中華人民共和国
網絡安全法)을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데이터의 이른바 보안등급을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중에서 중요
도가 ‘하’인 것이다.25)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 클라우
21) 정준화, 전게 현안보고서, 3면.
22) 미국에서는 「연방 위험승인 관리 프로그램(FedRAMP :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이라는
연방정부 공통의 클라우드서비스 조달을 위한 보안기준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프로바이더가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고
등록되면 부처마다 새로운 조달평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조달할 수 있는 구조이다. FedRAMP의 근거는 연방정부
의 각 기관에게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문서화‧실천을 의무화한 「연방 정보보안관
리법(FISMA=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이다. 동법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연방정부가
FISMA에 준거하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안전보장국(DHS) 산하 정보보안 대책기구인 「US-CERT(United
States Computer Emergency Readiness Team)」 설치 근거법령이 되고 있다.
23) 나윤정/오선주/권한준, “2017년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2017, 10-11면.
24) “개인정보”란 “전자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기록되어 단독으로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의 개인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예를 들어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번호, 개인 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동법 제76조 제5호). 한편, “중요한 데이터”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2017년 4월 11일에 공표된 “개
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련된 안전평가규칙(퍼블릭 코멘트판)(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
意见稿))”에서는 “국가의 안전, 경제발전 및 사회 공공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데이터”라고 정의되고 있는데(동규칙 제
17조), 이 정의 역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향후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25)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에서는 정보자원 등급의 평가항목별 점수 평균값에 따른 정보자원 중요도가 I등
급인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용 불가, II등급은 정책협의체의 의견을 감안하여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 판단, III등급은 민
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고, 정책 협의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최준성, “연구보고서 2016-021 클라우드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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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은 8.9%에 불과하다. 비밀·비공개 정보로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불가
로 제한되고 있는 정보자원은 87.7%에 이르고 있다.26) 이는 영국 정부의 공공 데이터 중에서 90%
가 가장 낮은 보안 수준인 ‘공공데이터(Official)’ 등급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할 때 대비된다.27)28)

3.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9년 - 2021년)
(1) 기본계획의 배경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
계획'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조정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
획이다.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4차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 반영
하여 2018년 12월 2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바 있다.29) 정보통신전략회의에서는 제
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수립․추진배경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30)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혁신적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클라우드 확산과 함께, SW산업의 개발 동작 유통 방식 등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한다.31)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감사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6, 104면).
26) 민관합동「SW, 구름타고 세계로 TF」추진단, “국가혁신을 위한 All@Cloud 활성화 방안”, 2018. 5, 4면.
27) 영국은 데이터 보안 분류체계를 정비하면서 분류대상 데이터의 90% 이상이 ‘Official‘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기준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공공데이터 대부분은(93%) 가장 낮은 수준인 ‘Official’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보안수
준 완화로 민간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시장진출이 활성화 되었으며, 공공기관 역시 효과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구
축이 가능해졌다(유경진, “국내클라우드 도입이슈 분석: 주요국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Issue Monitor」, 삼정 KPMG 경제
연구원, 2016, 15면).
28)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내각사무처는 공공 기관의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 보안 분류 체계 개편을 결정하였다(2014. 4. 3). 기존 영국의 데이터 보안 분류 체계는 보안 요구도에 따라
▲非 기밀 정보(Unclassified) ▲보호 정보(Protect) ▲접근 제한 정보(Restricted) ▲기밀 정보(Confidential) ▲중요 기밀정
보(Secret) ▲일급 기밀 정보(Top Secret) 등 6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영국 정부가 보유한 데
이터에 적용되는 보안 수준은 3단계(Official, Secret, Top Secret)로 간소화되었다(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영국 정부,
공공 데이터 보안 체계 개편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보안 체계 개편-”,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2014, 48면).
29) 한편, 2018년 9월 초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전면 폐지 등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백지영, “[주간 클라우드 동향]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 무슨 내용
담겼을까”, 「디지털데일리」, 2018. 10. 1).
30)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ICBM)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산업이나 서비스 간의 융
합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조유리/김정언/김성옥/손가녕, “ICT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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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법 제도개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우선, 법 제도개선을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주요한 과제로서 들
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 확대(공공기관 → 중앙부처, 지
자체), ②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 유통체계 개선, ③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19~), ④ 경영평가 가점 및 ⑤ 보안대응체계 확립 등을 들고 있다.32)

2) 시장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 클라우드 활용 강화,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별 글로벌 진출 추진을 들고 있다.
우선, ①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SW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
우드 플랫폼’을 구축·확산시키고, 공공-민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 SW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개
발․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대구센터 설계 시부터 선제적으로 적용 검증
후, G-클라우드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33)
② 민간부문에서는 창업 플랫폼 및 제조, 서비스 등 산업과 연계한 산업 플랫폼 등 분야별로 특화
된 플랫폼의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34) 예컨대,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PaaS)을 이용하여 SW를 제품 서비스화하기 위한 전 단계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
한 컨설팅을 지원한다.35)
3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
획('19년~'21년)-”, 2018. 12. 18, i면.
3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iii면.
33)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16면.
34) 과기부는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는 ‘올앳클라우드(All@Cloud)’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7월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2개 지방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영유아 교육)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의
료‧금융)를 선정했고,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클라우드를 접목한 ‘창업‧성장 클라우드‧플랫폼’ 구축할 방침이다(백지영, 전게
“[주간 클라우드 동향]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 무슨 내용 담겼을까” 참조).
35) SW개발 시, IaaS 기업과 협업하여 제품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최고보안 수준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24시간
365일)를 2019년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IaaS 임대 후 제공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IaaS기업이 개발·운영 환경
(DevOps : Development + Operations)을 제공하고, 정부는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집중한다(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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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③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인프라 서비스(IaaS) 기능 강화 및 개방형 플랫폼 확
산·ODA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추진,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SW서비
스(SaaS) 육성 추진을 들고 있다. SaSS 육성 추진의 방안으로는 SW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과 시
장 타겟형 해외진출을 들고 있다.36) 국내 IaaS 사업자 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 수요가 높
은 서비스 개발 및 AI 서비스 등 첨단기술 융합을 지원한다.37) 또한 개방형 플랫폼(PaaS) 확산을
통한 공공 민간 클라우드 상호호환 생태계를 조성하고(‘19~, 매년 3기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PaaS) 관리 확산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한다(’20~).38)

3) 생태계 신뢰성 확보

생태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동 기술확보, ② 재직자 교육, ③ R&D 연
계 등을 통한 실무형 인력양성, ④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산업 육성을 들고 있다.39)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적용 확산 기술확보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차
기 기술 선점과 단계적 R&D추진을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All@CloudⓇ 실
현 촉진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 기반
(ISO/IEC19941)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40)을 위한 컨설팅, 성능 검증을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20
면).
36) SaSS 육성 추진의 배경으로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SaaS(‘17년 비중 67.4%) 중심으로 성장 중이나 PaaS·IaaS와 달리
절대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중소 SW기업 생태계를 SaaS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교육, R&D, 사
업화 등)을 하고, 시장 타겟형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
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25면).
37) 국내 IaaS(대기업)에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중소 SW기업의 기술융합 및 연합(Alliance)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IaaS를 확보한다. IaaS 기반 글로벌 진출 사업을 위해 ‘19년 15억원 편성(1개 컨소시엄, 매칭 100% 이상)(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19년~'21년)-”, 22면 참조).
38)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23면.
39) 이용자 스스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고영하, 전게논문, 20면).
4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과 그 적정한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가 존재
한다.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화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약정을 의미한다. SLA는 법적구속력이 있으며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에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10월 마련된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SLA 가이드」에서는 서비스 가용성
(갑작스런 서비스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성 기준(99.5% 이상)을 제시), 데이테 백
업·복구 및 보안(이용자의 데이터의 백업·복구체계를 갖추도록 백업준수율(99.0%) 등 제시), 고객 지원(고객 요청 처리
율(99% 이상), 서비스 요청 적기 처리율(99%) 등을 규정하여 고객 불만 등에 대한 처리 기준 제시), 위약금(서비스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 서비스 계약의 해지(원칙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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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19~).41) 기술·인력 협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간 공동사업,
상호협력 및 중소기업 개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 협업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제2차 클라우드컴
퓨팅 기본계획에서는 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위한 ‘K-Cloud Alliance’를 발족하기로
한 것이 눈에 뛴다('19~).42)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내는 클라우드 전문인력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
라, 갖춰야할 역량, 수준 등에 대한 진단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다는 진단이
다.43) 이에 우선,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준 진단 및 지표를 개발·확산하고, 중장기 실
무형 클라우드 인재육성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하여 현장실무형 클라우드 전문인력을 양성한
다. 그와 더불어 부족한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 확대 및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44)
보안산업 육성 역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중요하다.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
본계획(2016년~2018년)을 발표한 이후 클라우드 보안인증, 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중요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등으로 시장이 커지진 못했다는 평가였다.45)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 중소·영세기업의 보안기술 지원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보안 핵
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① 유망 SecaaS46)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신속한 경쟁
력 확보를 위해 기존 정보보호 제품·솔루션의 SecaaS화 지원, ② 클라우드 보안기술의 핵심인 데
이터 기밀 유출방지(암호화, 접근통제 등), 트래픽 이상행위 탐지·분석 등 기술개발 추진, ③ 중
소·영세기업의 안전한 클라우드서비스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사전진단 및 보안컨설팅
실시47) 등을 제안하고 있다.48)

이용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데이터 처리에 대해 협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고영하, 전게논문, 20-21면).
4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
본계획('19년~'21년)-”, 26면.
4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27면.
43) 정준현/이창범/정관영/김진환/고영하/김현철, 전게 해설서, 36면.
44)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28-29면.
45) 그밖에도,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상 각종 규제, 제도 등을 이류로 들고 있다(백지영, ““3년 후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시장 10배 확대”…2차 기본 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2018. 12. 30).
46) SecaaS(Security as a Service)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접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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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9년 – 2021년)의 경우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6년
– 2018년)에서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되
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PaaS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제1차 기본계
획에 비하여 진일보한 면이 보인다. 다만, 제1차 기본계획에서도 지적되었던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
력의 양성이 그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과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선진국의 80% 수
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49)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잘 수립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목적대로 실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①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포지티
브한 입법 및 행정관행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50)51) ②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예산
편성, 집행지침 보완(제세 및 공공요금 외에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집행필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절감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52) ③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
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53)

47)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약 75%는 SW 보안취약점을 악용함에 따라 사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48)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게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30면.
49)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현황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공공기관 40%
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에 의하면, 2016년에 전체 공공기관(448개)의 4.5%(20개)만 민
간 클라우드를 이용했으나 2017년에는 19.4%(87개)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현재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률은 22.4%에 불과하다(김지선, “[이슈분석]세계 최초 법 시행 무색...공공 클라우드 더딘 확산”, 「전자신문」, 2018. 7. 17).
5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클라우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라우
드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일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법령
에서 명시적・사실상 클라우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남아있는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관계부처 합
동, 전게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안)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년) -”, 24면).
51) 규제 개혁 중에서도 시장 진입 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도입할 경우 법령에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안착이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조창원/정지우/김용훈/김경민/고민서/김은
희,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물결이 온다(4)]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혁파 나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규제공화국'”, 「파이낸
셜뉴스」 2016. 3. 20).
52)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2018. 4. 5,
7면.
53) 4차 산업혁명위원회, 상게 보도자료, 8면.

5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기본계획과 조달체계에 관한 고찰

Ⅲ. 클라우드 조달체계의 개선
정부는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도입의 마중물이 된다는 방침에 따라 2018년까지 40%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공공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달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6년 7월에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2018
년 9월 초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전면 폐지 등을 발표하였다. 이
후 2018년 12월 전자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계획에 따라 행정·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국민서비스 중 일정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54)55) 2016년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공급을 위해 IT기업들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보다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조
달체계가 클라우드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들이 망설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7)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은 기존의 정부조달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 즉,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주
문하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특성이 있어 기존의 물품이나 용역 조달 구매 방식과 상이해 클라우드
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54) 일정한 정보란 ① (안보) 비밀, 국가안전, 국방, 통일, 외교․통상 등 국가 중대 이익 관련 정보, ② (수사·재판) 범죄수사,
진행 중인 재판, 형의 집행, 보안처분 등 관련 정보, ③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를 말한다. 그리고 ④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시)의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하다(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지원정책과, “행정・공공
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2018. 12, 5면).
55)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CIA 등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들도 민간(public)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 CIA는 Amazon
Web Services LLC와 2013년 6억 달러의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Commercial Cloud Services : C2S) 계약을 통해 방위
및 정보활동을 위한 상업용 클라우드의 사용을 개척한 바 있다. 최근에는 펜타곤의 뒤를 이어 FBI도 대규모 상업용 클라
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Chris Cornillie, FBI May Follow CIA, Pentagon With Colossal Commercial Cloud
Contract, 2018. 3. 2).
56) 정부에서 IT를 도입하는 프로세스는 그동안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이른바 인하우스(In house), 이후 용역을 주는 SI 개
발 형태로 발전했다가 요즘은 이미 개발된 패키지 SW를 쓰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황치
규,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 공공 발주 모델 다양화 주장”, 「ZD NET Korea」, 2015. 9. 18).
57)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 장점의 하나로는 비용삭감을 들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이 2014년 행한 지방자치정보
관리개요(지방공공단체에서 행정정보화의 추진상황조사결과)에 의하면 기간계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를 도입한 433단체 중
334단체(77.1%)에서 비용삭감이 실현되었다고 한다(総務省, “地方自治情報管理概要~電子自治体の推進状況(平成26年４月
１日現在)~,”: 後藤正樹/大西克実/中野秀男, “大規模自治体での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の最適な導入形態について”,
「情報学」 第13巻 第1号(2016), 32-3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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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으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를 2016년 개소하고 클라우드서비스 유통을 위한 마
켓플레이스 씨앗(CEART : Cloud Ecoysystem Appilcation maRT)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58) 씨앗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정적
이고 신뢰성 있는 기업과 협약하고, 해당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을 검토 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 홍보와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59)

<공공SW사업 추진 프로세스>60)

58) 2018년 6월 1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용자 편의성 강화와 AI·빅데이터 등을 수용한 클라우드 유통플랫폼 ‘씨앗’ 3.0 서
비스를 공식 오픈했다. 씨앗은 공공 수요자와 민간 클라우드 제공자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 2018
년 6월 현재 952개 수요 기관 대상으로 132개 기업의 221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및 유통 중이며 이를 통해
266건(101억원)이 거래됐다. 기존 씨앗 1.0이 클라우드 서비스 등록 및 제공, 2.0이 이용자 구매 중심이었다면, 이번 씨앗
3.0은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탐색하고 선정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을 고도화했고 유사 서비스 간 주요 특성
을 비교하는 기능(최대 3개)도 제공한다. 또, 장바구니에 담긴 서비스들의 견적을 요청하고 수신된 견적서 기반으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등 클라우드전문가서비스(SCS, Specialist Cloud Services)까지
도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전문가서비스는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거나 클라우드로 기관내 데이터를 이
관하는 등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백지영, “NIA, 클라우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씨앗’ 업그레이드”, 「디지털 데일리」, 2018. 6. 15).
59) 임정민/한영미/최인숙,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유통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2017년도 추계종
합학술발표회」, 2017. 11, 70면.
60) 이현승/이윤선, “공공SW사업 발주관리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SPRi 인사이트리포트」 제2017-002호(소프트웨어정책
연구소, 2017), 3면.

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기본계획과 조달체계에 관한 고찰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 발주는 여전히 용역 기반 SI가 대부분이다. 클라우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클라우드 조달체계는 기존의 조달체계인 SI 형태(시스템구축)의 발주·계약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
다. 정부가 SW를 소유하고 책임도 진다. 그러므로 예산수립/심의단계에서 발주준비, 입찰공고, 계약
당사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종료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한다. 또한 사업규모 및 예산에 따라 소요기간, 낙찰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점도 있
다. 그밖에도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기에 적법성, 공공성, 투명성과 함께 정책적 고려에 따른 과정중
심의 계약으로, 경쟁계약이 원칙이어서 적기조달, 염가조달 등에 있어 때로는 경직성을 띠게 되는
문제도 있다.61) 한편, 전자조달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나라
장터의 경우 제3자단가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
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 하여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단가
제도도 클라우드에 친하지 않은 제도이다.

2.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1) 클라우드의 특징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Five Essential 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다.
①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On-demand self-service)가 가능하다. 즉, 사용자가 Web화면(셀프 서비
스․포탈)에서 시스템의 조달이나 각종 설정을 행하면 사람 손을 거치는 것 없이 자동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② 폭넓은 네트워크에서 접속(Broad network access)할 수 있다. PC뿐 아니
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③ 자원의 공유(Resource pooling)이다. 복수의 사용자가
시스템 자원을 공유하고, 융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④ 신속한 확장성(Rapid elasticity)
이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의 확장 및 축소를 즉각 실시할 수 있다. ⑤ 서비스가 계측가
능(Measured Service)하다. 그러므로 종량제 요금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이용량, 예를 들면 CPU와
스토리지를 얼마나 썼는지를 전기 요금과 같이 계측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종량
제 요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5가지의 특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요건이라
고 말할 수 있다.62)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가상화(Virtualization)”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에서는 필요한 기술이지만, PaaS(Platform as a Service)나 SaaS(Software as a Service)에서는
61) 이현승/이윤선, 전게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4면.
62) 斎藤昌義, “【図解】コレ１枚でわかるクラウドの「５つの特徴」”, 「ITmedia エンタープライズ」,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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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PaaS나 SaaS에서는 “가상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일반적이다.
그것은 “가상화”가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징으로 열거되는 “자원의 공유”의 수단으로서 반드시 효율이
좋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컴퓨팅에서는 복수의 조직이나 기업에서 시스템 자원을 공동
이용한다. 이를 멀티 테넌트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테넌트(조직이나 기업)에 시스템
자원을 분할하고 할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상화는 각 테넌트에게 하드웨어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서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를 각각 마련해야 한다. 그 때문에, 시스템 자원을 상당량 소비한다.
IaaS의 경우에는 그 분할된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가상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
러나 미들웨어를 제공하는 PaaS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SaaS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멀티 테넌
트에 대응하는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가상화”는 사용되지 않는다.

(2) 클라우드의 특징을 반영한 조달체계의 개선방안

클라우드 조달의 경우에도 SI 형태(시스템구축)의 발주·계약방식을 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클라우드의 특징을 반영하여 현행 조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클라우드서비스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되므로 신속한 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용역구매를 위한 입찰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경우 제안요청서(RFP)작성 등 발주부담이
증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합리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수의계
약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정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63) 또한 의무조달의 대
상이 되어 입찰경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구매위임을 통하여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64)
클라우드의 경우 월정액 단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할당된 자원
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월정액 단가로 청구하는 정액제와 기본 할당단위의 기준가격에 따라 실제
사용량만큼 청구하는 종량제로 나뉘어 있다. 특히, 클라우드는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의 특징을 띄고
있으므로 정액제보다도 종량제의 요금단위가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65) 그러므로 나라장터의 이른바
63) 수의계약은 제안요청서(RFP) 작성 부담이 없고 소요기간이 짧다. 반면 현행 입찰경쟁은 RFP 작성부담이 크고 장기간 소
요돼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 걸림돌이 된다.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구매위임 대상으
로 지정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기관이 자체 조달하도록 해야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한다(박종진, “[이슈분
석]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 조달체계 개선에 달려”, 「전자신문」, 2018. 7. 17).
64) 이현승/이윤선, 전게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18-19면.
65) 영국의 경우 G-Cloud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공부문 IT서비스의 구매, 관리, 제공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와 정부의
협력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부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방식(Pay as
you go)’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IT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유호석/강송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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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단가제66)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클라우드의 요금제
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의
신속한 확장성을 감안하여 보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시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최대지급금
액(상한)이 명시된 종량제 요금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67)
또한 클라우드의 이용의 경우 단년도계약은 발주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공공발주자 입장에서는 클
라우드 도입을 위한 예산수립부터 구매까지의 프로세스가 익숙하지 않아 클라우드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의 경우 2014. 11. 4 개정을
통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명문화하고 있다(제69조 제1항 제3
호, 제3항). 클라우드 도입 시에도 발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
다.68) 기존의 1년 단위의 계약 관행은 수요기관의 시스템 운용에도 부담을 준다. 1년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 모든 시스템을 다른 업체의 IT자원에 이관시켜야 하기 때문이
다. 그렇게 되면 비용문제도 발생하고 보안문제에 대한 염려도 높아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장기계약을 한다면 수요기관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고 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69)

Ⅳ. 결론
클라우드컴퓨팅은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온디맨드(on demand)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인터넷기반의 컴퓨팅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ksk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고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줌으로써 개인이나 민간기
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및 정부와 지자체에 있어서도 경제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에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2016년~2018년)을 종료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9년~2021년)이 시작되고 있다. 제

재흥, “공공SW 생태계 선진화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76면).
66) 조달청에 의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처마다 별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
이 요청만 하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계약방식을 말한다(조달청 인사혁신팀, 「참여정부 조달혁신백서 글로벌 리더
가 되기까지」, 영원문화인쇄, 2007, 152-153면).
67) 현행 예산 및 지출체계에서는 수요기관의 서비스 이용량이 예측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비용 지급이 어려워 클라우드서비스
의 장점인 ‘오토스케일링(Auto Scaling)’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이현승/이윤선, 전게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25-26면).
68) 이현승/이윤선, 전게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23면.
69) 김석민, “‘공공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 「나라살림 가치창조 희망샘터」, 조달청,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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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본계획에서는 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②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채택하고, 세부적으
로 9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행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율은
저조한 편이다. 예컨대, OECD 33개국 기업(종사자 10인 이상)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율은 평균
24%인데, 우리나라 기업의 이용율은 12.9%에 불과하다. 국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등 제외)의 민
간 클라우드 이용률(기관 기준)은 2016년 4.5%에서 2017년 19.4%로 대폭 올랐으나, 클라우드컴퓨
팅 활성화계획 상의 2018년 목표치인 40%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2019년~2021년)의 경우에는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6년~2018년)의 미
비점 등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다만, 제1차 기본계획에서도 계획만 세우고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바와 같이 제
2차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잘 수립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째,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포지티브한 입법 및
행정관행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지침
보완(제세 및 공공요금 외에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집행필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셋
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 역시 필요하다.
종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스토어 씨앗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하려
면 공공IT 조달의 한 부분으로 현행 조달체계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조달체계는 아직 클라우
드서비스 도입에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자조달방식을 취하는 경우 반드시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나라장터의 경우 제3자단가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단
가계약제도는 클라우드에 친하지 않은 제도이다. 우선, 클라우드서비스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합
리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수의계약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정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조달의 대상으로 입찰경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매위
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의 특징, 예컨대,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의 특징을 반
영한 가격체계로서 정액제보다도 종량제의 요금단위를 활용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도입 시에도 발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
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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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개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해외 시장규모가 ‘15년 797억 달러에서, ’21년 2,768억 달러(IDC 2017.11)로,
‘15~’21년 간 연평균 23.1%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은 IoT, 빅데이터, AI
등 클라우드에 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별 클라우드 기반 혁신사례가 증가하
였고,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Cloud Firs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규모는 ‘15년 5,145억원
에서, ’21년 13,041억원(IDC, 2017.6)로, 15년~’21년 간 연평균 16.8%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같
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증가 추세이며,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틈새시장 공
략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노력 중이고,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15.3월)한 이후 1차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15.11월)하였고, 클라우드 보안인증 시행
(’16.5), 이용 가이드라인(‘16.7월) 마련 등 기반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상 각종 규제 제도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
다. 이와 같은 이유가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격차를 발생케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법상 저해요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클라우드 법 이외 개별산업에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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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기 보다는 클라우드 법내에서의 산업활성화 조항이 어떤 것이 있고,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
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클라우드 법에서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조항 중 시범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외 보완할 제도적 개선점이 있는 지 검토하기로 한다.

Ⅱ. 시범사업 추진
현재 클라우드 법률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조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체로 시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지자체에 대한 협력 요청과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최근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였고, 그

세부

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지자체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만나 새로운 서비스로!
- 2018년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 공모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융·의료·교육·공공 행정 등 주요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서비스를 혁신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
출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주요국에서는 금융, 의료, 교육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활용이 늘어
나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안에 대한 우려와 개별 법·규정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이번 사업이 국내에서도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분야 클라우드 도
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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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외 사례 >

(금융) 미국 캐피탈원 : 아마존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서비스(알렉사)를 결합하여 계좌 정보
확인, 결제, 주식 시세 정보 기능 등을 제공(‘16년)
(의료) 영국 로열스프리병원 : 구글(딥마인드)의 클라우드 및 AI를 기반으로 환자 160만명의
정보를 활용해 환자 정보 모니터링(‘17년)
(교육) 미국 뉴튼베이트만 초등학교 : 칠판·공책 대신 구글 크롬북 및 클라우드(메일, 문서작
성 등) 활용을 통해 디지털 교육 활성화 추진(‘17년)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금융·의료·교육·공공행정 분야의 지자체 내 산업
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험 공간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의지가
있는 광역지자체 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하여지원할계획이다.
* 광역지자체 + 지역 ICT전문기관, 필요시 초광역지자체 컨소시엄 가능

ㅇ 선정된 광역지자체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분야별수요등을반영한 클라우드 플랫폼과 응용 소프
트웨어(SaaS 등) 개발 및 기존에 개발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등을지원할계획이다.
* 예) 공공기관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
SaaS, IaaS를 활용한 금융 정보 연계 핀테크 모바일 앱 개발 등

ㅇ 주요 분야 클라우드 선도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지자체의 신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19년 11월까지 광역지차체 서비스 산업의 클라우드 선도 활용을 위한 개발 등에
최대 8.8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ㅇ

신청을

원하는

광역지자체

컨소시엄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련

누리집

(https://smart.nip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클라우드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지자체의 금융·의
료·교육·공공 행정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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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클라우드는 IT 관리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넘어, 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초연결 지
능화 사회의 핵심기반
- 세계적으로 금융·의료·교육·공공행정 등 서비스 산업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중

ㅇ 국내도 금융·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나, 도
입 성공사례 부족 등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주저
* 전자금융감독규정(고객정보처리시스템 제외한 전산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공용 클라우드 이용 가능

- 서비스 산업의 클라우드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활용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도입 성공사
례 확보 및 확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 광역지자체 내 산업 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험 공간 등

< 국내외 주요 서비스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사례 >

□ 사업 개요

ㅇ (목적) 지자체 내 금융·의료·교육·공공행정 등의 서비스 산업 데이터 활용 및 클라우드의
선제적 도입으로 신서비스 개발과 규제 발굴(‘18년 신규)

ㅇ (예산) 17.6억 원(8.8억 원 × 2개 광역지자체)

<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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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광역지자체(주관지자체) 컨소시엄
※ 클라우드 공급/도입 기업·기관은 주관지자체/기관에서 공모, 평가 등을 통해 선정

사업예산

17.6억 원(8.8억원 × 2개 광역지자체)
※ 국비의 50% 이상 지자체 매칭(예 : 정부 8.8억원+지자체 4.4억원=13.2억원)

사업기간

2018년 7월 ∼ 2019년 11월(17개월)

□ 주요 내용

ㅇ 금융·의료·교육·공공행정 등 서비스 산업에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도입, 교육·홍보,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
※ 광역지자체내 서비스 산업 클라우드 도입 수요를 고려하여 1개 산업 분야 집중 또는 2개 이상(예 : 교육+금
융) 적용 가능

- (특화 플랫폼 개발) 광역지자체 내 금융·의료·교육·공공행정 등 산업 데이터 등을 활용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서비스 제공
※ 관련법 등으로 공용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울 경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 지원과 상용 클라우드 도입 및
플랫폼 연동 개발 지원

- (법·제도개선) 서비스 산업의 클라우드 선도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새로
운 서비스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및 적용 분야(안) >

의료

ㆍ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정보서비스, 병원정보시스템, 의료정보 공유, 헬스케어 등 병원 의료
정보 처리 등을 위한 분야

금융

ㆍ보험대리점의 금융 상담용 개인재무관리, 은행권 기업자금관리 시스템 및 비중요정보처리시스
템(주식시세, 통계 등), IaaS를 활용한 핀테크 등

교육

ㆍ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의 IT/SW 교육, 코딩, 학사정보 관리 등 디지털 교육 분야

공공행정

ㆍ공공기관의 공용 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생활 편익 등을 위한 신서비스 분
야 등

클라우드법 이외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있는데, 해당 법에서 시범사업 관련 규정을 보면, 해당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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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을 위해서 전담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물론 정보통
신융합법의 산업활성화 조항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두 가지 법에 근거하여 산업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는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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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
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Ⅲ.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11조제1항 각호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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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
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
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에 반해,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인력,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
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
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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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
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2. 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
발비 일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
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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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Ⅳ.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선 클라우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활성화는 민간의 영역에서 혁신과 자율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므로, 정부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외 연구개발, 표준, 중소기업, 벤처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관련 조항
을 클라우드 법률에 망라적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융합법에서 산업 활성화에 대
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해당 법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융
합 등” 기술,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산업활성화 추진 정책에 클라우드 법률에
개별 근거를 중복적으로 둘 이유는 크지 않을 수 있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
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
비스 및 산업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
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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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1
조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성장가능성1)에 주목하고 동법 제정 당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
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2)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법은 제정 당시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
을 강조하였는데, 예컨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법 제5조), 클라우
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법 제9조) 및
세제지원(법 제10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지원(법 제11조),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 공개(법 제13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
지 조성(법 제17조) 등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제20조)’ 조항을 두어
국가기관 등의 선도적 도입 노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동안 전술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컨
설팅 지원3)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도입이
1)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여겨지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응용 프
로그램 및 서비스와 같은 컴퓨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
게 해준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서비스’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직접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
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기업 또는 개인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철하,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서울대 법학연
구소, 2017.11, 301-2면.
2) 191410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2015.3.3, 2면. 대안의 제
안이유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산업은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
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 공공부문 클라우드 컨설팅은 2017년 총 34개 기관에 대해 추진(’16년 31개)했으며, 공공기관(25), 지자체(4), 국가행정기관(5)
등으로 구분되고, 농축수산(5), 문화체육(5), 교육·안전(4), 교통·민원·재정(4), ICT(4), 보건식품(4), 고용직업, 국방 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컨설팅 절차는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기관을 모집·선정한 후 각 기관별 요구사항을 파악, 해
당 시스템과 사업특성을 분석하고, 이어 정책·기술·보안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도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다. 그런데 컨설팅 결과, 총 515개 시스템 중 363개 시스템(71%)에 대해 클라우드 전환을 제안했으며, 이 중 159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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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진척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최근 발표된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
년~‘21년) -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
용 가능 범위 확대’를 법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4)
하지만,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도입이 미온적이라는 관련 업계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
며, 현행법상으로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의무조차 명시되
어 있지 않은 한계5)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① 국가기관 등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촉진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해
보고, ② 이를 바탕으로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소(문제점) 식별과 그 개선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③ 국가기관등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 도출된 장애요소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제도현황
‘국가기관등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촉진’과 관련된 법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단일법인 ｢클
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침 및 가이드로 산재해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법｣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산업은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컴퓨
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
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6)하고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다(시행일 : 2015년 9월 28일).7)
은 2018년에 전환하고, 144개 시스템은 2019년까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지원현황 설명회 개최”, 2018.2.1일자 보도자료, 1-3면.
4) 관계부처 합동,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9년~‘21년) :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ACT) 전략”, 2018.12.28.
5)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노력하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
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도 하다. 2013982, 클라우
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0인), 2018.6.22 참조.
6) 191410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2015.3.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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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클라우드법에서는 국가기관등으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제12조제1항)
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제2항). 여기서 ‘국가기
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제2항
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란 정
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국가정보
화 기본법｣ 제7조) 등을 의미하게 된다.8) 나아가 동법 제20조에서는 다시 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
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
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즉 공공기관9)의 민간 클라우드서
비스의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은 ‘도입 노력’, ‘우선적 고려’, ‘이용 노력’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등이 반드시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해야 한다
거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방식으로 인해 국가기
관등의 (민간)클라우드 도입․이용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가기관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성․효율성․공익성(정책효과 극대화)을 고려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성격과 기능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클라우드 도입․이용’을
강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정부 정책에 비추어 ‘정책의 통
일성’ 관점에서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실상(de facto)의 구속
력’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과기정통부가 행안부 주관으로 2017년 9월 25월부터 11월 24일까지 1,225개 기관
(12,698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20개 응답기관(66.9%) 중
2018년에는 84개 기관(188 시스템), 2019년 이후에는 61개 기관(248개 시스템)이 신규 클라우드 이
용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동 법 제정 당시, 클라우드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고 정보화 사업과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통과로 인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높았다. "공공 클라우드 길 열려"…클라우드법 통과, ZDNet Korea 2015.3.3일자(인터넷판)
8) 대한민국 정부,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 2017.11, 41면.
9)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정부, 앞의 해설서,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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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체 조사대상 및 응답기관(시스템) 현황10)
기도입

도입계획

기관구분

대상기관수
(시스템수*)

응답
기관수

∼2017

2018

2019∼

중앙행정기관

47(1,013)

34

22(147)

20(46)

13(4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195(215)

79

12(44)

5(5)

5(16)

지방자치단체및소속기관

273(7,160)

197

45(188)

8(21)

7(108)

교육행정기관

206(401)

194

3(4)

3(3)

0(0)

고등교육기관등

45(118)

11

6(31)

1(1)

0(0)

공공기관

330(3,357)

234

103(546)

41(98)

27(66)

지방공기업

129(434)

71

18(33)

6(14)

9(18)

합 계

1,225(12,698)

820

209(993)

84(188)

61(248)

* 시스템 수 : 행안부 포털(www.geap.go.kr) 등록기준(전년에는 기관에서 시스템 목록 직접 입력)

또한 클라우드 유형별로는 응답기관 중 53개 기관에서 G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를 이용하
고, 105개 기관에서 자체 클라우드를, 132개 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
며, 전년도 수요조사 시 나타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실적 및 계획대비 실제 도입결과를 비교한 결
과, 2017년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수가 전년도 대비 5배(23개→114개)로 늘어나, 수
요예보(51개)보다도 2배 이상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1)

<표> 민간 클라우드 도입실적 비교(괄호안은 시스템수)12)
기관구분

’16년 기도입

’17년 도입계획
(’17 수요예보)

’17년 기도입*

’18년 도입계획
(’18 수요예보)

중앙행정기관

0(0)

0(0)

3(3)

0(0)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1(2)

2(7)

2(8)

0(0)

지자체 및 소속기관
(교육행정기관 포함)

2(2)

0(0)

19(25)

1(1)

고등교육기관등

0(0)

0(0)

3(3)

0(0)

공공기관

16(27)

42(98)

74(154)

24(36)

지방공기업

4(4)

7(11)

13(17)

5(13)

23(35)

51(116)

114(210)

30(50)

전체
공공기관

합 계

* 응답기관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현황 누락분은 과기정통부 상시조사 현황을 토대로 보완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 결과 공개”, 2018.1.11일자 보도자료, 1면에서 표 인용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의 보도자료(2018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 결과 공개), 2면.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의 보도자료(2018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 결과 공개), 2면에서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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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
용 촉진(제20조)’ 규정을 두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법(法律)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제1항), 이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
현·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9조 제2항).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 이용 촉진)에 관한 구체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다.

2. ｢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제2항).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13)에서는 “클라우드법이 제정
(’15.3)됨에 따라 각 기관은 정보화 추진 시(신규, 기존 시스템 일부 대체, 전면개편) 클라우드 도입
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4) 특히 동 작성지침에서는 내역사업내의 각 세부내역별로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클라우드 제공장소(민간 클라우드, 자체 클라우드, G-클라우드)와
서비스 유형(IaaS, PaaS, SaaS)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제공장소에는 ‘해당없음’, 서비스유형에는 미도입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3) 작성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 국무총리소속기관, 헌법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산하기관의 경우, 2018년도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기준 참고), 지방자치단체(행정시 포함)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도 국
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2018.3, 3면.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작성지침, 10면.

8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기관등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촉진 법제도 개선방안

<표>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 예시(지침 59면)
구

분

’18예산

’19요구

클라우드
제공장소

클라우드
서비스유형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명

(ex)
▪대민서비스홈페이지
구축(xxx백만원)
▪대민서비스홈페이지
운영(xxx백만원)

(ex)
▪대민서비스홈페이지
구축(xxx백만원)
▪대민서비스홈페이지
운영(xxx백만원)

(ex)
▪대민서비스홈페이지
구축(xxx백만원)
▪대민서비스홈페이지
운영(xxx백만원)

(ex)
▪대민서비스홈페이지
구축(xxx백만원)
▪대민서비스홈페이지
운영(xxx백만원)

(ex)
▪대민서비스홈페이지
구축(xxx백만원)
▪...시스템 운영(xxx백만원)

(ex)
▪대민서비스홈페이지
구축(xxx백만원)
▪... 시스템 운영(xxx백만원)

민간클라우드

IaaS

민간클라우드

IaaS

G-클라우드

IaaS

G-클라우드

IaaS

자체클라우드

PaaS

해당없음

도입2년차로
내구연한 도래시
고려

▪ 내역사업명

(ex)
(ex)
▪... 시스템 운영(xxx백만원) ▪... 시스템 운영(xxx백만원)

해당없음

도임2년차로
내구연한 도래시
고려

▪ 내역사업명

(ex)
(ex)
▪... 시스템 운영(xxx백만원) ▪... 시스템 운영(xxx백만원)

해당없음

지원인력 인건비에
해당

No.

클라우드 우선적용

1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전면개편 사업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2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의 경우 클라우드 우선 적용여부 검토

3

표준시스템(SW) 구축 후 각 기관에 확산하는 사업(예, 온나라)으로 SaaS
화 우선 고려
- 중앙행정기관 : 정부 3.0 클라우드기반 SaaS화
- 공공기관 : 민간클라우드 기반 SaaS화
- 기타기관 : SaaS화 우선 고려

4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등), 사물인터넷(IoT) 유관사업 등 대용량 정보자원
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5

대용량 정보자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우선 고려. 특히,
대민서비스 등 일시 폭주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적극 고려

6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추진되는 HW 및 SW 도입사업의 경우 클라우
드를 지속적으로 적용

7

유지보수 사업 중 장비 증설 구매가 많은 경우, 클라우드 우선 고려

적용
유형

제공장소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IaaS
PaaS
SaaS

- G-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I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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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서버 임차는 클라우드 우선 고려

9

서버를 매년 임차중인 사업의 경우 약정을 파기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도
입할 수 있는 방안 고려

10

계속 구축사업 중 장비 구매가 많은 경우 클라우드 우선 적용(예외 : 오
라클 DB 사용 시, 클라우드 전환 어려움)

11

국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과 같이 다수기관에 동일 환
경의 HW를 반복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

백업(재해복구 등) 시스템(실시간이 아닌 경우만 Static)을 구축하는 사업
의 경우, 해당 백업시스템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13

이미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응용(어플리케이션) 개선사업

- G-클라우드
- 민간클라우드

S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3. 행안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 폐지 추진
종래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가능한 기준을 제시하
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2016년 7월). 여기서 동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부법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자체 검토하고,
정보자원의 등급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여부를 판단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그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자체검토 방법(가이드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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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
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렴하여 2018년 9월 4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15) 나아가 최근 행정
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
을 마련하고자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2018년 12월)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4. 기재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8년 1월)
그밖에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15)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 마련”, 2018.9.4일자 보도자료,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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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관련 비목별 지침(운영비 - 세목, 집행지침 4면)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스 이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Ⅲ. 문제점 및 개선 시사점
1. 도입기관의 불명확성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 및 제20조 법문언상 ‘국가기관등’, ‘정부’, ‘공공기관’ 용어를 사용하고 있
는데, 문언의 해석상 (1) ‘정부’에게는 공공분야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시책 추진의 책무를, (2) ‘국
가기관등’과 ‘공공기관’과 같은 수요기관에게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그런데 (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의무’를 지는 수범주체(수요기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의
경우에는 동법 제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상용어
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 외에 동법상 명확한 범위설정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20조의 ‘공공기관’을 동법 제6조의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16)에 따른 공공기
관’으로 추론하는 해석론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① 제6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규정한 조항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에 관한 제20조와 입법취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
고, ② 동법상 제2조(정의)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한 바 없으며, 예컨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바로 뒤에 괄호로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문언도 없어 엄격히 말하면 제20조
16)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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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기관’이 제6조의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만을 의미한다는 명시적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③ 동법 제20조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조달과 관련된 규정으로 ‘클
라우드’도 결국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포함된다고 볼 때, 소프트웨어의 공공발주를 규율하는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양 법률상의 공공기관
의 범위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예, ｢
전자정부법｣상의 공공기관으로 명시).

<표> 전자정부법 및 SW산업진흥법상의 공공기관의 범위
전자정부법령1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
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
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①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에서는 여기서의 공공기관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6조상의 ｢전
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행안부의 ｢공
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의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17) 법 제2조 3호 및 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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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법적 구속력 없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대상을 규율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방식의 입법 개선이 요구된다.

2. 민간 클라우드 도입대상의 확대 문제
현재의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에 따라 제20조의 ‘공공기관’을 이해할 경우, 정책적 관점에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만으로 한정하
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①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
침에서는 각 기관에게 정보화 추진 시(신규, 기존 시스템 일부 대체, 전면개편) 클라우드 도입을 우
선 고려(10면)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서 작성 시 클라우드 제공장소(민간 클라우드, 자
체 클라우드, G-클라우드)와 서비스 유형(IaaS, PaaS, SaaS) 등을 함께 표기하는 취지를 볼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② 해
외의 경우에도 정부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기관만 민
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배제할 합리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며(백악관․재무부․NASA-아마존, 보건
복지부․US Army-세일즈포스닷컴, 뉴욕市-구글 등), ③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문언에 있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규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에게 반드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부당하게 민
간 클라우드 이용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언제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물론 ④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G-클라우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
드 활용의 폭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데이터센터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산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향후
클라우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G-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여 “민간 클라우드가 G-클라우드와 동일한 보안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기 ①~④에 관한 제도적 정
비18)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의 ‘공공
기관’을 → 제12조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등’으로 개정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제20조의 ‘공공기관’이 → 제12조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등’으로
개정될 경우, 전술한 ‘도입기관의 불명확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18) 국회입법조사처,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313호, 2017.12.27,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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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노력의무 명시 문제
만일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제20조의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으로 개정할 경우, 별도로 국가기
관등(수요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노력의무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
입 촉진’과 관련하여 ‘정부’에게는 클라우드컴퓨팅 이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책무를, ‘국가기관등’의 수
요기관에게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에
관한 제20조에서는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인 ‘국가기관등’에게는 별도의 ‘(노
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물론 ‘노력의무’라는 것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① 반대로 만일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보화
담당자가 있다면 제20조의 ‘노력의무’ 조항을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② ‘노력의무’라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법률과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마련
이며, ③ 제12조 입법구조와의 통일성 차원에서도 ‘국가기관등’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20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 및 제20조의 문언상 중복이 발생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보다 간결한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입법개선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민간인지, G클라우드인지를 불문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하고, ② 국가기관등은 “민간인지, G클라우드인지를 불문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노력하
도록 하면서, ③ 위 ①, ②와 같이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중복을 개선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제12조는 ‘제2장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에, 제20조는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에 반영되어 있는
데, 이러한 분류도 각 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배치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12조와 제
20조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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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예산편성 방법의 불명확성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있더라도 이
처럼 일반․추상적인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국가기관등의 입장에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에 적극적
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도입체계에 관한 구체화된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전산자원의 자
체 구축․운영에 비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
서 검토한 폐지 전 행안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
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클라우
드서비스 도입의 경제성 검토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주담당자도 경제성 판단이 쉽지 않아 선뜻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2) 나아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도 불분
명하다. 예컨대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제
1항에 따라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
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DB구축
비 대가기준 가이드”19)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서
도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SW
사업 대가산정가이드(정보보호서비스, 데이버베이스 구축비 대가산정 포함)를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분류상 클리우드컴퓨팅도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클라우드 예산편성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3) 한편, 종래 국가기관등이 클라우드 도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보자원 등급제’가 있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자정부법｣상의 ‘공공기관’
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16.7월)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체 검토하여 정보자원의 등급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여
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공공기관이 정보자원의 비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보
자원 등급을 ‘Ⅰ등급’에 가깝게 자체 평가하게 되면, 결국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에 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자원 등급제 운영 등의 객관성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20)

19)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관리하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업무가 2017년 6월부터 한국소프트웨
어산업협회로 이관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참조(https://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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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
함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의 폐지만으로는 어떻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에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공공기관 등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최근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
(2018년 12월)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며,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
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①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 정의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 단체 기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로 정의21)하면서 ②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정보를 대국민서비스 중 ‘안보’22), ‘수사·재판’23),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
정보24) 처리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25)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 클라
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③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 등 非대국민 서비스의 경
우에도 상기의 정보(안보, 민감정보 등)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
며, ④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시스템 중 행사․홍보․연구개발 등에 일시적(3년 이내)으로 필요
한 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행정정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성 문제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상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비밀’로 정의(제2조제1호)하면서, 그 ‘중요성
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20) 정보등급 체계에 의하면 클라우드 우선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보 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해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가능 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재정의하고, ‘비
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보자원 분류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클라우드 도입
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정보등급 분류체계 변경은 ‘글세’”, 디지털데일리 2018.4.5일자(인터넷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38&aid=0002060732).
21) 민간 단체 기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 관리하는 서버에서 운영 이용하는 경
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22) 비밀, 국가안전, 국방, 통일, 외교․통상 등 국가 중대 이익 관련 정보.
23) 범죄수사, 진행 중인 재판, 형의 집행, 보안처분 등 관련 정보.
24)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25)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의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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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비밀), Ⅱ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Ⅲ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구분(제4조)하고 있다.
그런데 ① 동 규정에서는 각급기관의 장26)에게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
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제5조)하고 있고,
② 이러한 비밀은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도록 의무화(제18조)하고 있으며, ③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민간 클라우드’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비밀 취급에 있어 “본질상 외부에서 저장․처리되
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비밀’ 이외의 행정정보의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는가. 이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법｣에서는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
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
정기관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포괄27)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이나 각종 법령에서는 행정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
련하고 있으나, 행정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이용을 배제하는 직접적 근거는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불명확한 법규정으로 인해 행정정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26)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
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7)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
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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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행정정보 취급ㆍ이용 시 금지행위
전자정부법상 금지행위(제35조)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 검토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행정정보의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가 아니므로 가능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ㆍ 이용하는 것이 아
니므로 가능

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

행정정보의 변경ㆍ말소 방법이나 프로그램 공개ㆍ유포하
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

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
이 누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
서 처리하는 행위

CSP의 클라우드 전산설비 처리를 행정정보의 ‘처리’로
해석할 경우 법적 문제 발생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
게 하는 행위

클라우드 활용하더라도 접근통제 조치할 경우 제3자의
행정정보 이용 차단 가능

7.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
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
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행정정보 공공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
드시스템을 ‘공동이용 승인 가능한 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문제 발생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
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능

6. 클라우드 조달체계 미비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시장 규모에서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비중이 30%이상을 상회하고, 사업규
모가 큰 국방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조달청에 의해 처리되는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위한 조달청의 조달체계 개선이 시급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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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조달시장 전체규모와 조달청 비중(단위 : 억원, %)28)

이와 관련하여 조달계약의 경우 경쟁여부, 계약기간, 금액 확정여부, 공급방법, 낙찰자 결정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조달계약방법이 존재하는데, 특히 인터넷 견적 기반의 클라우드 구매방식과 유사
한 단가계약 등은 의무조달사항29)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클
라우드 제품/서비스 목록이 불충분한 상황30)이다. 특히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
몰에 등록된 SW는 2017년 10월 현재 3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28) 이현승․이윤선,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2017-006호 ver. 1.0,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2.27, 4면에서 표 인용.
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
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0) 이현승․이윤선, 앞의 보고서,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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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클라우드 서비스(‘17년 10월 기준)31)

다만, 최근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미진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대책을 내놓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2018년
9월에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조건’을 제정하고 시행
에 들어갔다. 즉 수요기관이 유리한 이용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내는 정액제 혹은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종량제로 다양화했고, 이용요금 납부도 사정에 따라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상
응하는 요금 감면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32) 한편 2018년 8월말 기준, 나라장터 쇼핑몰의 인프라
클라우드서비스(IaaS) 상품 이용 공공기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7개 기관(이용금액 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까지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
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방문 컨설팅, 4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클라우드서비
스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3)

31) 이현승․이윤선, 앞의 보고서, 12면에서 표 인용.
32) 조달청, “공공기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도 민간으로부터 빌려쓴다”, 2018.9.19일자 보도자료, 2면.
33) 조달청, 앞의 보도자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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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계속계약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발주기관의 발주부담 완화, 클라우드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 클라우드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서는 ‘장기계속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장기계속계
약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명문의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해석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전기·가스·
수도등의 공급계약’이나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
(1) 우선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2018.1.)’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는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 따
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도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기가
있을 수 있으나, ①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출비용의 회계상 편재에 관한 것
으로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허용할지 여부’를 정한 국가계약법령과 논의의 대상이 동
일한 것이 아니고, ② 본질적으로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은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독점사업
자가 공급하는 방식(비경쟁재)이지만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은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제공 가능(경쟁
재)하기 때문에 문구상의 유사성만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전기·
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섣부르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관련 부분(운영비-세목, 4면)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스 이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한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이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서의 ‘유지보수계약’은 ‘자신이 보유한 전산자
원’에 대해 유지관리하는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같이 ‘타인이 보유한 전산자원’에 대해
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상의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계약’의 인정이 필요함에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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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상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거나 불인정된
다면, 결국 명확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문제
각종 보안 기준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저조한 상황도 문제이다. 예컨대, 정부 조달시장에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SaaS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관련하여 조달청기준상 “KISA 보안인증을
받은 IaaS망에서 제공되는 SaaS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SaaS사업자가 활용하는 IaaS는 다양한
반면에 ‘보안인증을 받은 IaaS망’이 부족한 현실에 따라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
다.34)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 ‘SaaS 보안인증제’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으
며, 실제 2018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SaaS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35) 하지만 여전히 인
증 취득기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실제 인증심사 기간도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볼 때, 당분
간 보안인증 기준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지체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 분절된 지원체계 문제
민간 클라우드 시장판로 지원과 관련하여 ① 민간 클라우드시장을 위한 클라우드 스토어인 ‘씨앗
(www.ceart.kr)’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고, ② ‘씨앗’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품질인
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급하고 있으며, ③ 정부 조달을 위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
달청이 운영하고 있고, ④ 정부조달을 위해 필요한 보안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클라우드 시장판로 지원을 수행하거나 관여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의
관점에서 기능 중심의 체계’일 뿐, ‘수요자(국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보기는 힘들다. 만일 각 기관의
기능에 따라 분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수요자가 알지 못할 정도로 내부에서 기관간 협력하
면 될 일이며, 오히려 수요자는 한 사이트에 방문하여 클라우드서비스 거래, 지원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34) KISA의 보안인증을 받은 IaaS 위에서 동작해야 하므로 씨앗(www.ceart.kr)에 등록된 SaaS 중에서도 소수의 서비스만 선
정이 가능한 실정이다.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IaaS에서 SaaS까지 확대 시행”, 2018.7.27일자 보도자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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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향
지금까지 수행한 법제도 현황분석 및 제도적․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관등
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기관의 불명확성’ 문제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에 따르
면, ‘공공기관’의 범위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종래 행안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전자정
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의 ‘공공기
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럼
에도 이와 같은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또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법적 구속력 없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대상을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대상으
로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행 클라우드법 제20조
의 ‘공공기관’을 제12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등’으로 개정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
조에서는 “정부는...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인
‘국가기관등’에게는 별도의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노력의무’라는 것
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① 만일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보화
담당자가 있다면 ‘노력의무’ 조항을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② ‘노력의무’라
도 국가기관 등은 법률과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마련이며, ③ 제12조 입법구조와의 통일성 차원에서
도 ‘국가기관등(수요기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20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셋째, ‘기획/예산편성 방법의 불명확성’ 문제와 관련하여, ①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검
토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의 경제성 검토 기준’이 미비하여 선뜻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나서
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칭)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경제성 검토기준 가이드’
와 같은 지침을 개발․배포할 필요가 있고, ②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원을 위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SW사업대가 가이드’ 내에 클라우드 사업(이용)대가 기준의 반영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던 ｢공공
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폐지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입장에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부처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기관(NIPA, NIA 등)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민간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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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넷째, ‘행정정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이나 각종 법령에서
는 행정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정보 처리용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
는지는 향후의 검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만일 상기의 “행정정보 처리용 정보시
스템의 경우에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결정된 경우36)라면 “각종 법령에
서 국가기관등에게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37),, ① 비밀
을 취급하거나, ② 명시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배제하거나, ③ 물리적 망분리 등 사실상 클라우드
도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본다”는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① ‘클라우드 공공조달체계 미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의 조달체계를
완비하거나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 등의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38), ② ‘장기계속계
약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불분명한 해석론에 의지하기 보다는 명확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
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4호를
신설하여 클라우드의 장기계속계약(단가계약) 근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6) 예컨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2018년 12
월)하였으며,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정보를 대국민서비스 중 “안보, 수사·재판, 「개인정보보호법」
의 민감정보 처리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
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 등 非대국민 서비스의 경우에도 안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시스템 중 행사․홍보․연구개발 등에 일시적(3년 이
내)으로 필요한 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37) 예컨대, 「통계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 제1항
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
영할 수 있다”고 규정(NEIS)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
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
법」 제85조의6 제3항에서도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법령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8) !예컨대, 클라우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종량제 요금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산계약이나 지급상한이 명시된 종량제 요
금 형태의 계약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이용료 지급이 허용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의 사용패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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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선 예시
현 행

개 선 안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

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4. (신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마지막으로 ①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클라우드서비스에 과도한 보안기준을 동일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
공기관이 취급하는 “정보의 민감도․중요성 등과 비례하여” 보안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적어도 현재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인증심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등 인증심
사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타 ② ‘분절된 지원체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
재와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씨앗, www.ceart.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서비스/품질인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인증) 등 다양한 기관에서 클라우드 시장판로 지원을
수행하거나 관여하고 있어 오히려 수요자(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다양한 클라우드 지원체계의 통합을 통한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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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가 하면, 2018년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
40%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도와 달리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법 제12조)’이나 ‘공공기관의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법 제20조)’에 관한 조항이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당시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이 ‘법제도’ 때문인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의 의지’ 때문인지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적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일
반․추상적인 도입 근거만으로는 (민간)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
구에서는 ① 제12조 및 제20조의 개선방안은 물론, 구체적으로 ② 기획․예산편성 단계에서 ‘(가칭)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경제성 검토기준 가이드’ 개발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대가 가이드’ 내 클라우드 대가체계 마련, ③ 비밀을 취급하거나, 명시적으로 클라우드 이용
을 배제하거나, 물리적 망분리 등 사실상 클라우드 도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클
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간주하는 조항
의 신설 고려, ④ 클라우드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조달체계 개선, ⑤ 클라우드 보
안인증제 개선 및 ⑥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선만으로 곧바로 국가기관등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것이라
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등의 도입 의지’도 필요한 것이다. 최근 부처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명은 하였지만,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에 대해 ①
국내기업의 기술력, 서비스 품질, 경쟁력 부족으로 공공시장 개방 시 글로벌 기업에 잠식될 위험,
②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산업 활성화 효과 미미, ③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시 일
자리가 감소, ④ 국내 데이터의 국외 저장으로 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내용이 언론39)을 통해 전파된
바도 있었다. 이처럼 각 부처마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제
도 시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는 ‘국가기관등의 (민간)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부처 간 공감대 아래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9) “정부, 신산업 육성 의지 가져야”, 전자신문 2018.7.24일자(인터넷판); “행안부-과기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확산 '엇박
자'”, 아이뉴스24 2018.7.26일자(인터넷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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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사이의 법적 책임의 판단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클라
우드컴퓨팅법 등인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클라우드컴퓨팅법 제29조).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 합의를 통해 이용계약을 통해 면책 및 손해배상범
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면책약관은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긴
장관계를 형성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과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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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약관)에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1)을 포함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의는 분쟁유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
냐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시 분쟁유형에 따른 고의 ․ 과실행위의 유무,
이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정도, 고의 과실행위와 손해와 인과관계, 과실상계 등에 분쟁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분쟁사례를 염두에 두고 약관에서 면책사유 및 손해배상제한 등을 마련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의 분쟁유형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2012년에
대규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장애를 통해서 관련 논의를 충분히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2)

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과 손해배상책임
1. 계약의 성질과 손해배상책임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운용관리상 문제, 구체적인 운영조작 실수, 부적절한 백업방식 등이 사고
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우 모든 원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여기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명
확히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의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의 법적성질에 따라 주의의무의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의무위반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표준계약서 제22조(면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표준계
약서 제23조(면책) 등 참고
2) 일본은 2012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대규모 장애가 있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 등에 큰 주목을 끌었다.
특히 2012년 6월 20일 발생한 데이터 멸실사고는 5676건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건에
서는 클라우드 등의 사용시 위험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책임
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간략한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2년 6월 서버렌탈 사업자인 패스
트 서버사의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는 매뉴얼을 무시하고(사장이 시인), 프로그램 갱신작업 중 실수
가 있었다. 곧바로 검증작업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정보삭제가 이루어졌다(소위 패스트서버
(ファーストサーバ )사건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19일 일본에서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의 접속장애 사건
이 다시 발생하였는데,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논의 중이다(젠로직(Zenlogic)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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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계약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의 공백을 고려하여 전형계
약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준위임계약 성질을 가지지만, 도급계약요소와 지적재
산에 관한 사용허락계약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성격
을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없는 비전형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3) 준위임계약설의 경우 수임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위임자인 이용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비전형계
약설에 따르더라도 유상 쌍무계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는 선
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경우 물건의 보관을 당연하게 예정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으로서 보관의무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도 데이터 보
관도 유사하다. 계약의 성질상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데이
터 보관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탁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성질 등에 따
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관장소도 특약
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임자의 판단에 따라 보관된다고 볼 것이다.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도입에 있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적절한 정도의 데
이터 보관 및 가용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신뢰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도 이를
전제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기반한 이용계약이라
면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데이터 보관의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에게 부여된다고 해
석한다.4)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인데, 이
때 계약 당사자인 클라우드컴퓨텅서비스 제공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실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분리될 수 있다.5)

3) 박종찬․정민호(2012),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법적연구 –계약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 제2호, 81면
이하 참고
4) 김현철(2018),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관한 UNCITRAL 가이드(안)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9권 제1호, 147면 이하에서는
“SaaS와 달리 IaaS와 PaaS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프라나 플랫폼(하드웨어 리소스, 운영 체계 또는 미들웨
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고객은 제공된 인프라나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기에 포함된 데이터 등 모
든 구성요소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 보관에 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5) dropbox와 amazon의 관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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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 ․ 과실과 면책약관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클라우드컴퓨팅법 제29조). 따라서 면책의 요건으로서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과실이 요건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은 주로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과 기능에 관한 보증과 관련한 사항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가 중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예
를 들어 시스템의 보수, 점검, 갱신의 경우와 더불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필요 내지 적
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품질보증규약(SLA)에 근거하여 서버의 월간 가동율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 제공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면책 받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자의 귀책사유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규약으로 인해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일정한 대처(또는 보상)를 이용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는데, 이와 같은 대처(또는 보상)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의 전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발생한 손해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품질보증제도(SLA)에 근거한 대처(또는 보상)가 손해를 대신
할 수는 없다.

한편 면책의 요건으로서 과실의 정도는 면책조항의 불공정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에는 통상 면책규정이 존재하고, 경과실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면책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를 중과실로 볼 것인
지도 중요하다. 대체로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결여 상태를 말하는데, 정의 자체
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명확한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에 관해서는 중과실 판단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과실의 기준이 일반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당해 업자의 업종과 지위 등의 속성과 동등한 자를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일반인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를 지시한다고 해석되고, 인증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인증에서 정하는 기준 등도 고려요소가 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 중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 제공 프로그램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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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멸실 및 파손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컴
퓨텅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액 범위 이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데이터의 멸실 분실 등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
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볼 수 있다.

3. 손해의 입증과 과실상계
우리나라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손해배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일반
적인 민사책임원리에 따라서 손해배상범위가 정해질 것이지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이용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
다.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은 실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의 데이터 소실로서 고려되는 손해는 ①데이터 그 자체의 가치, ②데이터의 복원비
용, ③데이터 재구축비용, ④데이터 멸실로부터 복원 및 재구축까지 사용불가기간 중 일실이익, ⑤
평가하락, ⑥정신적 손해 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①에 대해서는 사용 데이터로 시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
악하기 어렵다. ② 및 ③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복원, 재구축비용이 불능인 경우 산출이 어렵다. ④
및 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액이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면, 멸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
운 경우가 있다. ⑥에 대해서는 유형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①부터 ⑤의 구체적인 손해에 관련해서는 그 입증이 실패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손해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데이터 멸실에 있어서 손해의 입증은 손해의 파악하
는 방법, 동종 판례 등의 축적에 의한 유형화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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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분쟁유형별 손해배상책임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1. 정보유출 유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정보유출사고를 발생은 대체로 정보유출에 관한 사항으로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통지를 한 후, 당해 이용자가 그 대응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적책임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위탁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는 채
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의 판단시 참조된다.6)

가. 고객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

고객이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내지는 그 종업원과 관계에서 실질
적 지휘 ․ 감독관계가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안
전관리 내지는 위탁처의 감독을 해태하였다면 그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경우도 있다.7)

클라우드컴퓨팅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를 보조하는 이행보조자인 지위
를 가진다. 통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신의칙상 동일하게 간주된다. 법
률 또는 특약 등에 따라 고객이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는
경우라면, 선임 감독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지금까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과정에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액의 판단기준으로서 누출상태,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회수의 곤란성, 2차 피해의 유무 등
6) 伊藤雅浩、データ漏えいの責任․損害、The Lawyers 2016年5月号41頁
7)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이용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서 지휘․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면, 사용자책임은 면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의깊지 못한 정보관리가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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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일본의 유사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가치를 그 내용에 따라 배상범위가 다양하다. 인터넷접속
등 서비스업자의 정보유출에 대하여 1인당 위자료 5,000엔(변호시 비용 500엔 포함)을 인정하였
다.8) 그런데 단순한 정보유출과 달리 보관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취급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 수
십만엔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종업원이 정치목적을 가지고 사원명부를 정치단체에 무단
제공하고, 명부에 기재하고 있는 다른 종업원이 (정치적) 권유 등을 받은 사안에서 20만엔 손해배상
이 인정되었고,9) 성명, 정화번호, 주소 등이 기록된 대장을 게재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게재한 사안에서 10만엔의 손해배상을 인정되었다.10)

가장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이를 테러 예비군
으로 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유출된 사례이다. 이
사안에서는 이슬람교도 개인의 신앙내용과 전과 등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본인이 테러리
스트 내지 그 지원자인 인상을 가지도록 하는 성질이 있었다.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이를 멈추는 것
이 곤란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일부의 원고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 엔의 위자료와 변호사비용 50
만 엔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11)

나. 이용사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

정보유출 문제는 대체로 보안대책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였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안대책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보안대책의 수준은 당해 보안대책을 위한 비용과
당해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내용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의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판례는 넷스토어에서 수주 시스템에 SQL 인젝션이 이루어졌고, 고객 신용카드 정부가 유출
된 사안에서 정보보안수준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당시의
8) 大阪高判平成19年6月221日 Westlaw2007WLJPCA06216008
9) 東京地判平成14年4月26日 Westlaw2002WLJPCA04260019
10) 東京地判平成10年1月21日 判タ1008号187頁
11) 東京高判平成27年4月14日 判例秘書L07020141, 200만엔의 위자료와 20만엔의 변호사비용이 인정된 원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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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에 따른 보안대책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고 인정하
였다.12) 그 다음에 당시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경제산업성이 2006년 2월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조치를 위한 엄격한 주의환기”13)와 정보처리추진기관이 2007년 4월
에 제출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대책 – 육성과 대책”14) 등이 참고되며, 2009년
2월 4일 본건 시스템 발주 계약체결시점에서는 본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SQL 인젝션 대책으로서 특별한 방법(예: 익스케이프 처리 등)을 적용한 프
로그램을 제공해야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책을 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
한 시스템 개발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였다.

한편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정보보안 수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보관되는 데이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안대책의 수준을 결정하
였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에서는 품질보증규약(SLA) 등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인증을 받았음을 선언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묵시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 되어 당해 인증의 수준정도의 운용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15)

(2) 손해배상범위

이용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과정에서 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교체비용 관련 손해
정보유출에 의해 타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타사의 서비스의
도입 등의 비용과 관련한 논의이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면 클라우드컴퓨팅 과금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용사업자에 의한 일정기간의 이용을 합의하고 있고, 선불로 한 경우에도 정보유출 사고가 있다면
업체를 교체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선불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구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가능하다.

12) 東京地判平成26年1月23日 Westlaw2014WLJPCA01238001
13)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privacy/kanki.html
14) http://www.ipa.go.jp/security/fy18/reports/contents/enterprise/html/index.html
15) 東京地判平成26年1月23日 Westlaw2014WLJPCA012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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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는 시스템 개발업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정보유출이 일어났고, 때문에 새로운 웹 수주
시스템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유를 들어 본 건 웹 수주 시스템 위탁계약에 근거하
여 지불한 대금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하다. 이에 일본 판례는 지금까지 서비스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던 이상 당해 대금상당액은 당연히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시스템 변경 후
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료와 보수요금의 이익은 누리지 않았던 바, 이용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제공자에게 선불로 지급한 서버이용료 및 보수유지비 등의 요금을 손해로 인정하였다.16)

② 고객 대응 관련 비용
고객을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이용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부담한 1인당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은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의 손해라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으로 산정가능하
다. 이용사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 1인당 1000엔 정도의 쿠폰을 우편으로 제공하였고 이를 위해
소요된 포장 및 우편료까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의 손해로 인정하였다.17)

③ 조사비용 관련 손해
정보유출사고의 경우 실제 유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때
문에 법원은 정보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18), 데이터 조
사분석비도 포함되었다.19) 조사범위와 방법 등에 따라 비용차이가 크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의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④ 영업손해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경우 매출감소 및 일실이익 등의 손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개인정
보유출 등으로 인해 고객이 민감한 가운데, 기업의 평판저하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 등은 경기 등의 외부적 요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이내의 매출감소 등이 유출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영업
손해를 인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6) 東京地判平成26年1月23日 Westlaw2014WLJPCA01238001
17) 東京地判平成26年1月23日 Westlaw2014WLJPCA01238001
18) 東京地判平成26年1月23日 Westlaw2014WLJPCA01238001
19) 東京地判平成25年3月19日 Westlaw2013WLJPCA0319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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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발생 등의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의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민사소
송법 제248조20)를 적용하여 400만엔 정도의 손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21) 한편 위탁자가 수탁자
에게 개인정보관리를 포함하여 업무를 위탁하였고, 수탁자의 종업원이 개인정보를 명부업자에 유출
한 사건에 있어서 위탁자가 웹사이트의 폐쇄를 부득이 결정하였고 웹사이트 구축비용을 손해배상 청
구하였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웹사이트의 폐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부정한 사례도 있다.22)

⑤ 기타손해
우선 인건비가 문제된다. 고정비용으로서 정사원의 통상근무시간내 인건비는 차액설에 비추어 손해
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추가근로수당(잔업수당)을 손해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사례가 있다.23) 다음으로
인증을 재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손해로서 인정되었다. 정보유출사고에 의하여 이용사업자
가 보완인증(PCI-DSS 인증)의 재취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였다.24) 마지막
으로 위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이유로 무형손해를 주장할 수 있
더라도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이 일단 위탁자에도 있는 등 제반사정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정도의 무형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25)

다. 과실상계
이용사업자 입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모두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과실상계의 형태로 이용사업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 일본 민사소송법 248조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재판관의 재량으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재판소에서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손해액이 인정
되지 않으면 안되고,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어려운 경우라도 민소법 제248조에 근거하여 구두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最判平成18年1月24日判タ1205号153頁).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2016년 3월 29일 본조신설).
21) 東京地判平成26年1月23日 Westlaw2014WLJPCA01238001
22) 東京地判平成21年10月29日 Westlaw2009WLJPCA10298005
23) 東京地判平成26年1月23日 Westlaw2014WLJPCA01238001
24) 東京地判平成25年3月19日 Westlaw2013WLJPCA03198005
25) 東京地判平成21年12月25日 Westlaw2009WLJPCA1225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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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에 있어서 유효한 면책조항의 합의가 있다면 이용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다.
다만 종업원이 고의로 정보유출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부정한 사례도 있다.

2. 정보멸실 유형
클라우드컴퓨팅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사업자의 데이터가 소실된 경우, 이용사업자는 이로 인해 입
은 손해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기업과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 시이에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문
제가 된다.

가. 손해배상책임
(1) 데이터 멸실유무

데이터멸실사고의 경우 데이터를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컴퓨
팅에 저장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단지 검색오류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가 멸실되었다고 하
는 경우 채무불이행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일본 판례는 시스템개발에 관련하여 이용자기업이 클라
우드서비스컴퓨팅에 대해서 정보 멸실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만약 이용자기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어떤 정보를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데이터 멸실(채
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26) 데이터 멸실 피해가 있는 경우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데이터 멸실이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2) 귀책사유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원인으
로 발생하였다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사업자의 종
업원에 의한 오조작 등이 원인이라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26) 東京地判平成20年5月2日 Westlaw2008WLJPCA050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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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를 들어 해킹 등의 제3자의 의도적 행위 피해에 있는 경우는 적정한 보안수준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 등에 비추어 보안대책 등이 강구되
었는지가 문제되고, 그 의무에 위반한 결과 데이터 멸실 사고가 일어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
공자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범위
이용자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채무불이행에
더하여 이용자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하 판례는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된 사례
들이다.

(1) 백업

정보멸실 사안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백업에 대한 검토
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12년 발생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멸실사안에는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백업을 작성하고 있더라도 그 백업까지 멸실하고 말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데이터 멸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멸실사안에서는 처리
성능문제로 인해 백업이 적절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백업문제는 불안하게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비추어보면 데이터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맡기더라도 이용사업자가 스
스로 백업을 하여 위험을 준비해야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계약상 백업이 이용사업자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경우, 일본 법원 역시 이용사업자의
백업의무를 긍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적극적 손해

① 재작성 비용
데이터 재작성비용이 데이터 멸실의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판례는 많다.27) 다만 제로(처음)부터

27) 東京地判平成15年3月14日 判例秘書L05831097 등 다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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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것보다 한번 작성한 경험을 활용하여 재작성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보다 저렴하게 작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작성비용은 최초로 작성한 경우 비용보다 낮게 산정된다.28) 또한 실재 재작성
이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만 재작성비용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② 복원비용
최근에는 데이터 복원을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복원비용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사안도 많
다.29) 또한 데이터 복원 비용이 재작성비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복원비용을 가지고 상당인과관계인
손해로 간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30) 다만 데이터복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클라우드컴
퓨팅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서버 내에 복수의 이용자기업의 데이터가 보존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복원에 실패하면 별개의 이용자기업의 데이터와 혼잡된 원본 데이터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다
고 한다. 2012년 회사의 정보멸실 사안에는 오픈소스의 데이터 복원 소프트를 이용한 결과, 타사의
데이터를 포함한 혼잡한 복원 데이터를 이용자기업에 제공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복원 소프트 등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개별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멸실해버린 데이터를 실제로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
는가가 중요하다.

복원비용을 부정한 사례도 있다.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데이터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입증할 수 없는 사안도 많다. 예를 들어 판례는 컴퓨터에 보존된 설계
도, 관리데이터, 예정데이터, 경험데이터 등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입증이 이루어지 않았
다고 한 사례가 있다.31) 또한 동 판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백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서
피해자가 백업을 하지 않은 이유로 데이터 재산적 가치를 부정하였다.

(3) 일실이익

온라인 쇼핑몰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용사업자가 데이터 멸실로 인해 복구일까지
1개월 간 온라인 쇼핑몰을 경영하지 못한 경우에 일실이익에 대하여는 이것이 인정된 사안과 이를
부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피해자가 데이터 멸실과 이익의 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입증할 수 있는가라는 입증의 문제이기도 하다.32) 단지 데이터 멸실로 매상이 감소하였다고 한

28) 岡山地判平成14年11月12日 Westlaw2002WLJPCA11129007
29) 東京地判平成18年5月31日 判例秘書L06132208 등 다수판례
30) 東京地判平成18年9月28日 判例秘書L06133917
31) 東京地判平成21年8月7日 判タ1346号22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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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전년과 대비하여 매상감소분은 모두 데이터 멸실에 의한 손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자료

데이터 멸실에 관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33)와 이를 부정한 판례 등이 있다. 주로 개인 소비자
가 데이터 멸실에 의해 피해 입은 위자료의 배상이 인정된다.

(5) 손해배상금

정보멸실에 의한 이용사업자에게 직접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멸실 결과 이용사업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함으로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사의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의 정보까지 멸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기업은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 멸실을 원인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을 손해로
인정된 사안이 있다.3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측에 있어서 정보멸실의 결과로서 제3자에 피
해가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배상액이 이용자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책임에 비추어 상
당인과관계 손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6) 과실상계

데이터소멸시 이용자기업이 백업을 해태한 경우 손해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대체로 과실상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판례는 “업무상불가결한 데이터가 대량에 존
재하는 경우, 사고의 경우에 복구에 대비하여 백업을 해두고, 손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
여, 백업을 취하지 않은 이유의 5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사안이다.

(7)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내에 인건비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잔업비용
등 별개의 인건비가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32) 東京地判平成25年3月13日 Westlaw2013 WLJPCA03138008
33) 広島地判平成11年2月24日 判タ1023号212頁
34) 東京地判平成22年1月22日 判例秘書L0653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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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책조항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체결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내
용의 유효한 면책조항이 합의가 있다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3. 서비스 정지 ․ 폐지 유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한하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의 정지 해지의 문제와 유사하며, 3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용자 측이 문제행동을 한 경우로서 계정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정지되어
경우, 회원자격의 박탈 등의 형태로 서비스로부터 영구적으로 추방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사용자에
어느 정도 행위가 이용정지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두 번째로 시스템의 장애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측의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서비스가 정지되는
경우다. 셋째는 서비스의 폐지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측의 원인에 의한 서비스가 폐지되
는 경우 등이다.

가. 사용기업 측의 원인으로 인한 정지 종료
(1) 이용자기업의 금지사항위반

이용사업자가 클라우드서비스의 부정이용을 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
의 접속금지를 하고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의 유형의 하나인 JISA
ASP서비스모델 이용규약과 이용신청서에도 제32조에서 일련의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지사
항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일부 내지 전부를 이용정지 하는 내용이다. 일본 판례는 규약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정지 종료 등은 적법하며, 이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불명확한데, 서비스의 정지와 폐지라
는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측으로부터 이용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설명의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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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용자기업이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의 하나는 이용요금의 지불이다. ISDN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요금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하는 사안, 아이피 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가 유효하다고 한 사안 등이 있다.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지
시스템 장해 등에 의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정지의 유무

시스템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 정지가 있다면 그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일본
판례는 은행의 선물거래가 서비스장애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비스가 정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35)

(2) 서비스정지가 법적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정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자가 법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판례는 시스템에는 일정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위험을 모두 제공자 내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범위는 이용사업자
내지 고객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선물거래서비스 정지에 인해 이용자인 원고가 손실을 보았고 이를 증권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일본 법원은 계약상 시스템장애 등에 의한 면책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이용자가 인
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온라인의 장애, 오작동 등에 의한 손해를 피할 가
능성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를 일정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다.36)
35) 東京地判平成26年11月27日 Westlaw2014WLJPCA1127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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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본 판례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그 기술을 향유하여 생활하는
국민은 그 기술의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판시 이유를 들고 있다.37)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원인으로 인한 폐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법인 자체는 경영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그 경영판단에 의한 서비
스를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측의 도산상태가 된 경우 폐지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정도의 순서로 서
비스를 폐지하는 경우에 이용자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것인가 검토한다.

(1) 합의가 없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측은 원칙으로서 언제라도 자유롭게 해제 가능하다. 이때 당사자 사
이에 있어서 단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사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 계약을 준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면 위임규정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상대방에 불리한 시기에 해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한 가
능하고 해제에 의한 손해를 배상이 있을 수 있다.

(2)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별단의 합의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당해 합의에 따른다. 일본 판례는 중도해제와 관련하
여 계약서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계약갱신의 거절을 위해서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서
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38)

(3) 계속적 계약 법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측으로부터 계약의 해제는 이행 기간을 두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키면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사업자가 예를 들면 당해 클라우드서비스가 계속 제공
36) 東京地判平成21年2月5日 Westlaw2009WLJPCA0205818
37) 東京地判平成21年7月6日 Westlaw2009WLJPCA07068006
38) 東京地判平成22年10月7日 Westlaw2010WLJPCA10078008,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상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을 해석하는 것으로 예고기간을 요구하는 등 해약을 일정정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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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일정의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기업의 기대는 보호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계약에 있어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것인가 등, 이용자의 계약계속의 기대
의 정도와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의 합의내용을 포함하여 개별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제가 제한될
여지도 있다. 계속적 계약의 법리 등은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초에 계약이 계속하고, 양당사자가 이
를 기대하고 투자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를 제한하는 법리가 있다.

메일 수신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시키는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메일 송수신 시스템을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사업자가
활용하고 있었고 준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계약해제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
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기대로서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장기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39)

물론 계속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드시 계약계속의 강제는 아니고 손해를 배상한다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일본 판례는 법원은 인터넷 경매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업
무와 관련하여 계속적계약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동중해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약에 의한 상대
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0)

Ⅳ. 결 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기반을 둔 부가서비스이지만, 전기통신 서비스가 일상
화된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보처리체계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사
업법상 기간통신역무에 준하는 기초 생활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2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과정에서 정보멸실 사건을 겪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발전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용자의 백업의무와 위험부담 정도가 논의되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할 손해배
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논의에 참고가 될 것이다.

39) 東京地判平成22年10月7日 Westlaw2010WLJPCA10078008
40) 東京地判平成26年11月28日 Westlaw2014WLJPCA1128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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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Ⅰ. 서론
ICT 자원을 On demand로 필요한 양만큼 빌려 쓰는 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신속하고 신축적
인 자원 재배치 기능과 비용 절감을 통해 ICT 세상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터, 모바일(Mobile), 인공지능의 영역들을 융합시킴에 있어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클라우드 없는 ICT 혁신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각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책 입안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
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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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확보,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의 여러
제도들에도 불구, 세계적인 수준 대비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
황이고, 외국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하는 가운데 서비스 간의 호환성이 감소함으
로 인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산
적해 있다. 이에 본 소고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제도들을 중심으로 그 운용실태와 보완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차후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II. 제8조(연구개발)

제8조(연구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
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 현황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5.1% 수준이며, 이는 유럽(미
국 대비 85.9%)과 일본(미국 대비 80.4%)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미국 대비 81.5%)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1) 글로벌 기업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2. 개선방안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개발)에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지도 등도 포함되도록 개정하자는
견해가 있다.2) 정부의 역할을 지금처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클라우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년도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2017년, 제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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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서비스 기업들의 기술개발 향상과 상호 기술 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
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현황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의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2015년 11월,
국무회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지원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추진 중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관련법령에 근
거하여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교육 운영조직 및
예산 등 5개 항목을 충족(위 클라우드법 시행령 별표1, 참고)한 갖춘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1단계 사업기간(2017년∼2019년) 종
료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3년 더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지
2)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13호 클라우드컴퓨팅의 현황과 과제, 2017년, 제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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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취소사유(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관 당 최대 3년 + 3년인 셈
이다.

2. 개선방안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의 68.9%는 인력 수급 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전
문 인력 찾기 어려움’을 75.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예산 부족’(19.9%), ‘취업 지원자
부재’(15.8%)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3)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맞춤형 전문
인력을 물색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들
이 원하는 인력을 찾아 매칭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하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입법적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클라우
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에 산업현장의 현장훈련도 포
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견해가 있다.4) 경청할 만한 견해이나, 이것만으로는 대증요법에 그칠 것
이 우려된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원하는 전문 인
력을 찾아 적재적소에 연결해주게끔 하는 동인(動因), 예컨대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전
향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IV.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상호 운용성 협력체계 구축 현황
현재 국내 클라우드 표준 개발 현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RRA)에서 추진하
는 표준기술 개발 사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포럼(CCF)을 통한 민간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2017년, 제18면.
4)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13호 클라우드컴퓨팅의 현황과 과제, 2017년, 제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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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개발 사업이 있다.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국내 단체 표준 개발을 위해 2010년에
PG420(클라우드컴퓨팅 프로젝트그룹)5)를 신설하여 2013년까지 회의체를 운영하고, 2014년 2월 클
라우드 특별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SPG21(클라우드 컴퓨팅 특별프로젝트그룹을 두어 확대
개편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포럼은 2009년 7월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기술 개
발의 표준화 방향 제시, 응용산업분야 법,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정부, 학계, 산업체들 간의 클라우
드 컴퓨팅 기술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포럼(CCF: Cloud Computing Forum)을 출
범하였다. TTA 표준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참여하는 국내 ICT 분야의 단체 표준 성격이라면,
클라우드 컴퓨팅 포럼에서의 표준화 활동은 민간중심의 시장요구를 표준으로 반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14년 5월 현재 CCF 산하에 표준개발분과와 표준보급확산분과를 운영하여 민간기업 중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관련 표준화 주도 중이다.

2. 계류 중인 법안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863, 함진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이다. 동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아래와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5) 인프라 및 보안 등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기반 기술 및 미디어, 모바일, 퍼스널 클라우드와 같은 응용서비스
관련 표준을 제정을 목적으로 함과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표준적합/상호운용성/시험관련 표준화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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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1조의2(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선방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에 Lock-in 되는 현상과 이에 따른 경쟁 제한, 소비자 선
택권 제약 및 편익 감소라는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준화 추구가 지나칠 경우 클라
우드 서비스의 다양성과 서비스마다의 특장점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어 거꾸로 경쟁을 더 제약하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는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에 클라우
드 컴퓨팅 ‘기술’의 표준화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견해가 있다.6) 위에서 본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
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863)의 골자도
위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게 하
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에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현재 전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으로
SW플랫폼 기술을 포함하여 가상화 및 운영체제 기술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이 분야 기술격차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술 표준화 뿐 아니라, 다양한
표준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격차를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팔릴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만 하나만 바라보고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은 선후가
6) 다만, 중요한 표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제22조에 표준의 개발･고
시･사용권고 등의 권한을 신설하자고 함.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13호 클라우드컴퓨팅의 현황과 과제
, 2017년, 제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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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호 운용성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표준화 기반 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표준화 관련 정책수행 경험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을 주관하도
록 하여 ‘클라우드에 특화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들은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경쟁국들보다 뒤처진
상황에서, 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력 강화 측면에
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동법 제8조의 연구개발 조항, 표준화 지원을 위해 제22
조 상호운용성 확보 조항,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14조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각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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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이하 같
다)이 제정되었다. 입법과정은 험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던 2012년 입법예고가 되고, 정부조
직 개편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입법절차가 지지부진하였다. 입법예고
당시 구글, MS 등 거대 글로벌 사업자들은 법률제정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정부부처
에서도 한편으로는 보안이 취약하다고, 한편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
을 개진하였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예고안
과는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게 된다.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의 신고제도가 삭제되었으며, 우수 클라우드 사업자 인증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국외저장사실 공개, 클라우드 이용사실 공개 등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었으
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제도는 삭제되었다. 주된 이유는 과도한
규제라는 글로벌 사업자의 주장 때문이었다. 아래는 입법예고 후 주요 변경 내용이다.

규제 사항

입법예고(안)

수정(안)

신고제

의무(미신고 시 벌칙) (제14조)

삭제

인증제

민간대상 인증 (제19조)

삭제

국외저장 사실의 공개

저장국가, 보호수준 공개 의무 (제27조)

저장국가명만 공개 권고

클라우드 이용사실 공개

의무/ 클라우드 이용사업자(제26조)

필요한 경우 권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일정규모 사업자 (제31조)

삭제

특히 현재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 입안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예고 안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에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가 수행하는 정보보호인증을 받
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당히 완화된 규정으로 입안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서비스 안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상당히 엄격한 규정으로
수정되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위상이 재정립되기 전
까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안 자체의 심의를 거부한다고 하여 1년여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시간이 흐
르게 되었고, 결국 국가정보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된 후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국회를 통과하
게 된다. 아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규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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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

법제처 제출안

국회제출안

제16조(공공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
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의 효율
화·자동화·고도화를 위해 클라우
드컴퓨팅의 도입·이용에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클
라우드컴퓨팅을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기술 등의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제14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이용)

③ 공공기관등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공공기관등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전
에 정부가 수행하는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기관등에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정성 및 정
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서비
스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공기관등에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
당 서비스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국가
정보원장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안전성
검증의 주체·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침해사고·정
보유출 등의 피해확산 방지·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삭 제>

① 국가기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은 업무를 위하여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서비스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확인에 대한 기준․절차․방법 및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고 발생 시
의 조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현행 법률은 제12조에서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제20조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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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법예고 당시 모든 국가기
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공공
기관에 한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며, 결국 보안성 검토 내지는
보안인증제의 내용은 사라지게 된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의 핵심은 공공부문 확산 및 민간부문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 확
산은 보안인증제를 통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었으며, 민간부문 확산은 전산설비 구비
의제 규정에 의한 확산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산의 핵심인 보안인증제의 근거가 없어져 시행령
작업에 인증근거 및 기준을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CC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보호
고시를 제정하고 여기에 인증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관하여
간단히 살핀 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Ⅱ.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개요1)
1. 보안인증제 개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
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이를 평
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보안인증제 근거 및 종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는 공공기관에게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기준(“고시”라 한다. 이하 같다) 제7조에 그 근거가 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제20조)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 기준에 기준과 동시에 인증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례적이다. 이는 입법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에 근거하지 못하였으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궁여지
책으로 고시에 근거를 둔 것이나 이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15.9.28),
립‧발표(‘15.9.9, 경제관계장관회의),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발표(‘15.11.10, 국무회

1)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안내서 참조(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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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기준 고시｣ 제정·시행(‘16.4.4)되면서 시험·평가 및 인증을 위한 근거 마련하였으며,
IaaS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시행(‘16.6.1)하였으며, 최근들어 클라우드보안인증제 확대
(IaaS → IaaS‧SaaS) 시행(‘18.6.25)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고시 제7조), 평가·인증에는 최초평가, 사후평가, 갱신평가가 있다. 최초평가는 보
안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평가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하게 된다. 최초평가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후평가는
보안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평가이며, 인증 유효기간(3년) 안에 매년 1회 이상을 시행하게 된다. 갱신평가는 보안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에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인증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로서, 갱신평가를 통과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하게 된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 종류

3. 보안 평가·인증체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서 보안 평가·인증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체계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 정책기관, 평가·인증기관, 인증위원회,
기술자문기관, 신청기관, 이용자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인증기관
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부문 기술자문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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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관기관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인증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

한국인터넷진흥원

‧
‧
‧
‧

인증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평가결과를 통한 인증 심의·의결
‧ 인증취소의 타당성 심의
‧ 학계, 연구기관, 기술자문기관 등 클라우드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기술자문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신청기관

클라우드사업자

평가/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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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신청접수
평가·인증기준, 지침 개발
평가를 통한 인증업무 수행
인증서 발급 및 인증된 클라우드서비스 관리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보안기준 마련
‧ 국가·공공 클라우드 안전성 강화 대책 수립
‧ IaaS, SaaS 등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 자체 보안활동 정기 ‧ 수시 수행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한 검토

4. 보안 평가·인증대상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서 보안 평가·인증대상에 대해서 안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고시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보안인증제도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대상이 되는 클라우드 서
비스에는 IaaS, SaaS, PaaS, 그 박에 서로를 둘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모두가 포함된다. 다만
PaaS는 현재 인증수요가 적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SaaS 서비스인 경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은 IaaS 서비스 환경에 구축되어
야 하며, 공공기관이 망분리 규정에 따라 인터넷망(외부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평가대상이 된다. SecaaS(보안) 서비스인 경우, 구축 모델(어플라이언
스, 설치형 S/W, 관리형 서비스)에 따라 도입인증 요건이 달라지며, “관리형 서비스”만 클라우드서
비스 보안인증의 평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서비스의 주요 보안기능이 CC인증 등 정보보호 제품 유
형(24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평가 대상이 된다.

5. 보안 평가·인증 절차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평가·인증 절차는 평가·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총 3~9개
월 정도가 소요된다.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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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관리절차 – 사후 평가 및 갱신 평가
사후 평가는 인증취득기관이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평가·인증이다. 인증 취득기관은 인증 발급일
기준으로 매 1년 이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인증이 취
소된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초 평가부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나,
안내서 상으로는 인증 재취득 제한 사유는 없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평가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인증이다. 갱신평가는 유효기관(인증발급일 기준) 만료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유효기간 내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갱신평가를 통해
연장되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평가와 마찬가지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 사후관리가 있다. 사후관리는 인증취득 이후 인증취득기관의 지속적 보안수준 유지를
위해 분기(3개월)마다 인증취득기관의 자체적인 보안활동 결과를 평가·인증기관이 확인한다. 인증취
득기관은 분기별로 보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평가·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대규모 변경(ex:센터 이전, 신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 등)이 발생
한 경우,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는 IaaS에서 제공하는 IT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효율성, 편의성을 제
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로써, 반드시 평가·인증 범위에 있는 공공 영역에 구축되어야 한다.

대표

적인 지원서비스는 서버를 지원하는 Auto Scalin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Load Balancer, DNS,
그리고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백업 등이 있다. 평가·인증기관은 사후관리(분기 1회) 시 신규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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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원서비스의

안정성을 서류상으로 확인 후 “임시 지원서비스”로 등록하게 된다. 평가·인증기

관은 “임시 지원서비스” 목록을 분기(3개월)마다 조달청에 전달하고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클라우드서비스의 카탈로그 목록을 갱신하게 된다. 사후평가(연 1회) 시 평가·인증기관은
“임시 지원서비스”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인증 범위 내 지원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
하게 되고, 평가·인증기관은 사후평가 과정에서 부적합한 “임시 지원서비스”가 발견된 경우, 그 목
록을 조달청에 전달하고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클라우드서비스의 카탈로그에서 부
적합한 지원서비스 내용 삭제하게 된다.

7. 평가·인증 기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정보보호 측면의 관리적·물
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이며, 클라우드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시험·평가하게
된다. 즉 정보보호 정책 수립, 내·외부 인력관리, 자산식별 및 위험관리, 공급망 계약 및 변경관리,
침해사고 대응 등 관리적 보호조치와,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정보처리 시설에 대한 보
호시설 구비 및 장비 반출·입 등 물리적 보호조치, 그리고 가상화 인프라 보호, 접근통제 및 사용
자인증, 네트워크 통제, 데이터보호 및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된다. 공공
기관에 추가적인 요건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적 위치 및 분리, 도입 전산장비 안전성
확보,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검증필 암호화 기술 제공 등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게된다.

Ⅲ. 인증제도 일반론
1. 인증의 의의
인증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제3자가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은 인
증을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사실상의 효과가 달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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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도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러한 인증에 관해서 감사원의 인증제도 운영실태조사는 크게 2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법정인증과 임의인증이다. 법정인증은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으로
구분되며, 법정의무인증이란 안전・보건 등과 관련되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의미하며, 법정임의인증이란 인증의 근거가 법령에 존재하나 인증을 받을지 여부는 피인증자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주로 품질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 취득시 다양한 인센티
브롤 부여하게 된다. 반면 민간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증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이 제품의 정보제공 등을 통한 수익창출 등을 위해 취득하게 된다.2)

2. 인․허가, 지정, 등록제 등 유사제도
가. 허가제도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
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행위허가의 경우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영업허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
지규정을 두지 않고 어떠한 영업을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며, 허
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 영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3)

나. 특허제도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 주로 면허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호, 어업면허, 광업권 설정 등이 특허에 해당한다.4)

다. 인가제도
인가는 특정 법률관게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
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2) 감사결과보고서 – 인증제도 운영실태-, 3면, 감사원, 2015년
3) 법령입안심사기준 2018, 78면, 법제처, 2018
4) 앞의 글,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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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5) 허가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지만, 인가는 타
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므로 허가는 사실행위도 그 대상이 되지만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이 되는 점이 다르다. 즉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하고 그 효과는 법률행
위의 완성이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법률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효력이 부정된다.6)

라. 등록제도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
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에서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인허가제도라고 볼 수 없으나 핸행법에서는 등록을 허가
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7)

마. 신고제도
신고는 어떤 사실이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
는데 사용된다. 본래 신고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효력
이 발생하고 별도로 행정기관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구비 서류 등의 충족여
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적법한 요
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가 거부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8)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면서 일종의 완화된 형태의 허가로 운용하는 경
우가 많다.

바. 지정제도
지정은 현행법상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나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일관
된 원칙을 찾기 어렵다. 현행 지정 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
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9)
5) 앞의 글, 122면
6) 앞의 글, 123면
7) 앞의 글, 124면
8) 앞의 글,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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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허가 제도 비교
허가, 인가, 지정, 신고, 등록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0)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3. 인증의 성격
현행법상 인증은 주로 물품의 품질인증, 성능인증에 많이 사용되며, 기업경영방식 등을 인증하도
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11) 인증 본래의 의미만으로 보면 특정 요건에 적합성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
적 증명력 부여가 주된 효과이지만 인가적 성격, 허가적 성격, 특허에 준하는 성격 등 다양한 성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하는 경우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
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법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의 개인
정보 보호 인증(PIMS)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은 상기 분류에 따르면 법정임의인증
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동법에 부합할 경우 인증을 수여하고

9) 앞의 글, 143면
10) 앞의 글, 77면
11) 앞의 글,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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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12)
한편 법정의무인증으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판매 및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
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8조의4의 안전설비의 인증이다. 즉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3) 이는 마치 허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공증인의 인증이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인가적 성격의 인증을 규정한 사례도 있다. ｢상법｣제292조
는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14)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은 물품의 품질인증, 성능인증, 우수사업자 인증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인증을 이용자 혹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준에 적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
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한편 성질상 인가적, 허가적, 특허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규제적인 성격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즉 인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인 반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
1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
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
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시행일 : 2019. 11. 1.] 제18조의4
14)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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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공복리 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수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이 국민의 재산권, 영업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
는 규제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또한 인증의 성격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규제적인 성격으로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률에 규정하
여야 할 것이다. 규제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인증이 우수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적 성격을 갖는다면
더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행법상 유사입법례에서는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의
취소 등은 법률에 규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모든
사항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의 성격 및 법체계적 문제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
퓨팅 정보보호 기준(“고시”라 한다. 이하 같다) 제7조에 그 근거가 있다. 즉 인증에 관한 별도의 법
률적 근거 없이 정보보호 기준에 기준과 동시에 인증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의 목적이 공공기관에게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
록 하며,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못한 민간 클라우드 서
비스제공자는 실제로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에게는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인증제도이다.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인증의 경우에는 그 근거, 기준, 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증취소 등의 대강
의 내용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15) 이렇듯 규제적 성격이 강한 인증은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다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CC인증의 경우처럼 법률 상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운용되고 있
는 입버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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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송희경 의원안) 검토
1. 취지
송희경 의원대표발의안의 취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활성화 및 정보보호의 신뢰성 제고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및 문제점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의 비교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현

행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
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3조의2에 따른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
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업무를 위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
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제23조제2항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에 대하여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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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을 받
은 경우
2. 정보보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안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37조(과태료)
①
--------------------------------------------------------------------------.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우선 제11조(안)에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여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를 취득하기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가
좀더 원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제20조(안)에서는 국가기관등의 도입 노력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보면 제12조에서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규정하고, 제
20조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도입 노력의무와, 정부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 제20조제1항은
이미 제12조제1항의 규정내용과 유사중복규정으로 판단된다. 만약 개정안의 의도가 현 제20조의 클
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면 개정안 제1항의 규정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개정안
제1항을“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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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사실 선언적의미에 불과한 현행 제20조규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제23조의2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그러나 개정안 제23조
의2제1항을 보면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
른 정보보호 기준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제공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의 취지를 반영하기는 곤란
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인증제로 오해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촉진
을 위한 보안인증제라면 국가기관등에 제공하기 위한 보안인증제임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인증의 표시 및 표시 금지, 인증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성격의 인증으
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증의 유지
를 위한 요건으로 유효기간, 사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해외 입법례에
서도 비용절감, 업무효율성 증대등을 위하여 공공부문 우선 도입을 위한 정책이 많이 이뤄진것도 사
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우선도입 정책을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의 규정 등의 이유로 공공부
문의 클라우드 도입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어 한편으로는 규제가 아
닌 규제완화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16) 그렇지만 우리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즉 보안인증제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은 보안인증제
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상기 언급한바와 같이 인증제 자체가 기
본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보안인증의 범위를 공공영역으로 명확히 하고 인증유효기간, 인증사후점
검 등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이 되어야 할 것이다.

16) 상업적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인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곤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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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4호에서‘이용자 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상정하고
있는 수범자 및 서비스의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즉, 동 규정은 ‘이용자 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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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라고 정의하여, “이용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념도 함께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상‘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으로 타인에게 정보
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동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데, 동법 시행
령 제3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IaaS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SaaS

(*설명삽입)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PasS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그런데 위 각 호의 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의 차이로, 최종 이용자와의 이용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규정이 각 이용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
는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용관계를 파악해보고,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개별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이용관계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형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는 각각 IaaS, SaaS, PaaS에 대응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는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의 분류체계를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클라우브법 해설서
14쪽).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는 위 유형 외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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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를 둠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현에 대비하여 열거식 규정이 아
닌 예시적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종류>

* 클라우드법 해설서 15쪽.

2. 서비스 유형별 이용관계
이용자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 내지 기업고객인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관
계는 단순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개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이용관계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부수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
공자로 하여금 직접 최종 이용자(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를 편의상 ‘최종 이용자’로 표현하기로 한
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별도의 제휴계약을 맺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SaaS형태
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1) 이용관계는, 서비스 환경 설정, 책임소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사업자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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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려는 최종 이용자와 직접 개별 이용관계를 맺고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회원정
보,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최종 이용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최종이용자’의 2개가 성립하고 두 이용관계는 분리된 형태
가 될 것이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자신의 이용자에
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별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관련 플랫폼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다음(PaaS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최종이용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네이
버’가 이용자에게 저장공간으로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최종이용자’의 2개가 성립하고, 각
이용관계별 제공자와 이용자가 다르게 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간 이용관계만 있는 경우

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버와 스토리지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
지 등 IT인프라(IaaS)를 이용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된다.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성립한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그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유형외에도, 서비스의 유형,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더 다양한 이용관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서
는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규정이, 이러한 다양한 이용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를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SaaS, PaaS, IaaS 등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지와 최종 이용자와의 이용관계가
반드시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보성, 김범수,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5(5), 2015. 10. 1249-12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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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Ⅲ.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제도의 해석
1.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제도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제4장에서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제24조 표준계
약서 사용, 제25조 침해사고 발생 시의 통지의무, 제26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제27조 이
용자 정보의 보호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제24조 표준계약서 사용, 제26조 이용자 보호를 위
한 정보공개 규정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전반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유사하게,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 이용자가,‘최종 이용자’임을 염두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하
각 개별 규정을 검토한다.

2. 침해사고 등의 통지조항
(1) 관련규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에 따른 침해사고 이하 침

해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때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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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

조 통지의 내용 및 방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라 한다 는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 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생 내용
발생 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 라 한다 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담당부서 및 연락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 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
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일 이

상 게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 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

제 조제 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에 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항제 호에 따른 이용자 정
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 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7호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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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①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통지와의 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4)에 따른 침해사고시의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만하면 되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정보통신망법 제27
조의2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는 구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도 침해사고를 알
려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소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까지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통지의 대상자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97쪽)에 따르면, 위 조항상 통지대상인 이용자에는 기업이용자뿐만 아니
라 최종이용자(개인이용자)도 포함되므로 최종이용자에 대해서도 침해사고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용자의 이용자나 근로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아니므로 침
해사고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구체적인 이용관계에 따라 더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앞서 언급한
첫 번째의 유형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휴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는 물론, 직접 이용관계를 맺고 있는 최종이용자에게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별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통지를 하면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서 최종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면 될 것이다.
3) 앞서 언급한 세번째 유형의 경우,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
버와 스토리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4)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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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최종이용자와 이용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통지대
상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된다.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침해사고 발생시 통지 방법으로,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
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내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방법을 설정한 것을 보면, 최종이용자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자로 상정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에도 이용자인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를 하면 족하므로, 법령상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개별 이
용관계에 따라 통지 대상자를 적절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조항
(1) 관련 규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 항에서 같다 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

한다 이하 제 항에서 같다 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 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
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해석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6조 제1항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그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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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
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을 둔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이용유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
스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버와 스토리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를 상
정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최종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라면, 제1항
규정만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컴퓨팅제공자와 최종이용자가 직접 이용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최종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6조의 정보공개 규정들은, 위반한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청의 제재도 동조 제3항에서 알 수 있듯이 권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관계 및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제재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제3자 제공 관련 조항
(1) 관련규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 자도 또한
같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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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① 개인정보와 이용자 정보의 구별
클라우드컴퓨팅법상‘이용자 정보’는 이용자가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
가 소유 또는 저장하는 정보를 말하는 바(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는 구별된다.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시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뿐, 가입한 후에는 클
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스스로 저장, 관리하는 것이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개인정보와 이용자 정보는 명백히 구별된다. 물론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의 공간에 저장해 놓은 경우도 있
을 수 있으나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저장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에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법보다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제1항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② 이용자 동의에 의한 예외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제2항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 제공

내지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동의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주체의 동의규정(개인정보 보호
법 제17조 제2항5),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6))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예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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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를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비판적 견해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는 저장 공간과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뿐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자
는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알려고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므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허용하고 그
외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등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7)가 그것이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를 얻고자 할 때,“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밀성이라는 특성상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의 항목을 알 수 없다8)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용자 정보가 유출9)되거나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이상한 형태의 서비
스가 아니라면,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소
유·저장한 ‘이용자 정보’는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이용자 스스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제공자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는, 사이버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정보저장 장소를 이전하거나, 기업의 인수,
합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용자의 동의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용계
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자가 저장된 파일의 종류, 수, 용량 등 개괄적인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도 서비스 내용에 맞게 적절히 해
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현행 규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결국 비판의 취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정보와 개인정보가 구별된다는 점,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공자가 이에 임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인바, 그러한 취지를 살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보
호 규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7) 이종구, 민대환, 권헌영,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개선방안,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4(1), 2017. 3. 87쪽
8) 앞의 논문, 86쪽
9) 침해사고의 통지시 통지내용과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는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
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알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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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과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클라우
드컴퓨팅법상 이용자 보호규정들은 주로 최종 이용자를 염두해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용관계를 분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시작단계의 법이니 만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의 발전, 그 이용관계, 발생되는 분쟁의
형태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적절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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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는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나 개인 이용자의 정보가 우리의 규제집행권한
이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행사, 수
사나 압수수색 등 법집행, 피해구제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곧 해당 정보와 관련된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최근 2018.11.22. 세계 최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인 AWS에 장애사고가 발생하여 국내 업체 및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만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나 정부의 중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면, 장애가 발생
한 시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가나 국민들에게 돌
아가게 된다는 점을 상기하게 만들었다. 특히, 해외의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에는 그에 저장된 우리
국민의 정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행권한이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칫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1) 즉,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편리함과 함께 안전성도 제
공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 적용이나 집행
력 부재 등으로 인하여 결국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클라

1) 2018.11.23.자 아시아경제 기사, “클라우드 의존도 높아질수록…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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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컴퓨팅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여
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2가지 쟁점으로 귀결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문제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이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강화(예, EU GDPR이나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수 있
다. 두 번째 측면은 데이터국지화(Data localization)이다. 이는 최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데이터국지화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데,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데이터주권 및 이용자보호 현
실화를 위한 데이터국지화 입법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으로 연결된다.
이 글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데이터 주권 및 이용자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행법 상의 규정과
함께 해외 사례를 살펴본 후 적절한 대응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 상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데이터주권 및 이용자정보 보호
관련 규정 분석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
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규정은 클라우드컴퓨
팅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규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어서
클라우드컴퓨팅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이들 규정을 보면,
신뢰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규
정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을 정
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23조제2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3조제3항).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규정을 두고 있다(제26조). 즉,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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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
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 법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주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정보통신망법”이라 함)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클라우드컴퓨
팅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영리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
하여 보호된다. 그런데 두 법은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규율방식이 다르게 규정하
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시 동의 요구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하는 국외이전계약 체결 금지를 규정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할 때에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
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
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
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제17조).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구하지만, 일
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국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제63조). 즉,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
전(조회를 포함하는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
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 이전되는 개
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
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을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만약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
고 한다면, 위와 같은 (1)~(4)의 사항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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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등은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국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
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일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도입
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개인정보가 우리나라로부터 이전된 국가에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에
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
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2)
또 다른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상호주의 규정의 도입이다.3) 즉, 정보통신망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
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 변화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이다.4) 즉,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하는 자, 즉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
명을 말한다) 및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
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
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소결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 해외 클라우드사업자 혹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 소재지 국가에 대한 정보 요청시 해당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적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 이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가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한계나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한계 때문에 실제 이러한 권리가
2) 2018년 9월 18일 신설되어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정보통신망법 제63조의2로 신설되었으며, 2019년 3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4)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로 신설되었으며, 2019년 3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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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는 해외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일정한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 국
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해외
클라우드사업자를 포함한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소극적 상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
로의 개인정보의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으로 보아서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서버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외이전 규정의 동의 규제 적용 가능성은 낮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이용자이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제를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강화라고 볼 수 있지만, 해
당 규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어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중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는 아직 불
명확하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소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국내
이용자의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내 규제기관의 법집행이 실효성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는 한계와 현지에서의 데이터 침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Ⅲ. 데이터 국지화 사례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는 자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처리를 위한
서버를 자국 내에 두도록 강제하거나 자국내에서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몇몇 국
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국가안보나 정보주권의 보장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사례가
ㅇ발생하고 있다.

1. 중국
중국은 “사이버공간의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
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의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사이버안전법)을 제정 하였으며 이는 2017년 6월 발효되었다.5) 사이버안전법은 네트워크 전
반을 망라한 규제법으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이와 더불어 중

5) 북경경도법률사무소(King&Capital Lawfirm), “중국 사이버보안법 관련 법규 해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7.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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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네트워크 보안
지원과 촉진, 네트워크 운영 안전(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중요 정보 인프라의 운행 안전), 네트워크
정보 보안, 모니터링 경보와 비상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이버 만리장성(Great Firewall)’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네트워크운영자 , 핵심정보기반시설운영자
및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이다. 중국의 입법기관은 사이버보안법에 대하여 “사이버공간의
주권과 인터넷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세우고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보호 및 국경 간 전송규칙을 수립하였다”고 평가한다. 이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
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가 중국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해
야하고 업무수요로 중국경외로 송출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37조) 규정하여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기준을 강화하
였다.

2. 러시아
러시아의 데이터국지화법은 2015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러시아내에서 수집된 러시아인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러시아 영토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처리
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데이터국지화법은 러시아내의 자국민을 포함하여 러시아에 있는 외국회사 뿐
만 아니라 러시아내에 주재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러시아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 러시아시장
을 타겟으로 하는 외국회사 또한 적용대상으로 한다.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
시 러시아 정보보호국(Roskomnadzor)에 통지하여야 하고 러시아 정보보호국은 위법하게 처리된 정
보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웹사이트 차단 등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러시아 의회
는 2016년 6월 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반테러조치와 안보조치를 포함하는 연방법 개정안6)을 통과시
키는데, 이때 개정안에 포함된 러시아 정보법에 의하면 통신서비스제공자(CSP)와 인터넷을 통한 정
보전달을 매개하는 사업자(FIDI)7)는 인터넷 사용자와 고객 간의 음성, 문자, 사진, 비디오 등 기타
다른 유형의 메시지와 같은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6개월 동
안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FIDI는 러시아 연방보안국(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에 해독키를 제공하여야 하며, CSP는 사이트 접속 내역에 관한 정보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사법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8)
6) 개정안에는 러시아 통신법(No 126-FZ “On Telecommunications”과 정보법(No 149-FZ "On Information, Informational
Technologies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7) FIDI란 인터넷 이용자의 전자메시지를 수신·송신·전송·처리하기 위해 디자인되거나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또는 컴퓨터소
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메시지서비스 제공자, 공공이메일서비스제공자, 소셜
미디어, 블로그, 뉴스 및 기타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정보법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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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은 캐나다 영역 밖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
지만 지역 간 정보 이동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정보 이전 제한을 두게 된
이유는 미국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에게 지방정부의 정보기술서비스를 아웃소싱하려는 시도에서 비롯
되었다.
한편, 두 개의 캐나다 주, 즉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와 노바 스코샤 주(Nova
Scotia)는 정부 소유의 공공시설과 및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만 보관 및 접근할 것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즉, 브리티
시 컬럼비아 주의 1996년 「정보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자신의 관리에 있거나 통제에 있는 개인정보가
캐나다 영역에서만 저장되고 접근가능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9)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가 정보
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캐나다 외의 곳에서 정보에 대하여 저장 및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동
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 역시 유사한 개인정보 국지화 규정을 두고
있다.10) 즉, 예외적으로 공공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한 경우에만 캐
나다 외의 곳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4.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 통화, SM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정령 72호를 통해
데이터 국지화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으로 명문화 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2013년 정령 72호
(No.72/2013/ND-CP)에 따라 일반 또는 사회관계망 웹사이트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베트남 감독
당국의 검사를 받는 서버를 하나 이상 두어야 하며 데이터 보관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반 데이터를 사이트에 게시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이미 처리한
정보의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 웹사이트가 아닌 사회관계망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시간, 이용자 IP주소, 그리고 처리된 정보의 로그 기록을 2

8) 윤경선, “글로벌 인터넷 검열・통제 동향과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2017.10), 8면.
9)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R.S.B.C. 1996, at c. 165, s. 30.1.; 김현경, “데이터 속성과 국지
화 규범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78집(2017.5.), 238면.
10) Personal Information International Disclosure Protection Act, S.N.S. 2006, at c. 3, s. 5(1)(a)–b); 김현경, 전게논문, 23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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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테러나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위법행위를 행했던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의 인적 사항을 더불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11) 2015년에는 공
개정보의 국경간 제공을 규율하는 통달12)의 시안이 공표되었는데, 이때 공개정보의 국경간 제공이란
해외에 주재 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하여 베트남 국내
의 이용자에 대한 뉴스 웹사이트, SNS, 검색엔진 등 이용자가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개
정보에 관련한 어플

등을 제공하거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에 의하면, 뉴스 사이트, 검색엔진 등을 국외의 하드웨어 또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 하
는 경우, SNS에 가입되어있는 회원이 5천명을 넘을 경우에는 법적인 대표자가 베트남 국내에 있어
야 한다. 예외적으로 순전히 상업적인 웹사이트로서 특성화된 응용(specialized application) 사이트
인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및 보관의 국지화 의무가 없다. 예를 들면, 통신, 정보기술, 방송, 텔레비
전, 상거래, 금융, 은행, 문화, 헬스케어, 교육 기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전문 분야에 속한 웹
사이트가 이에 해당한다.13)

5. 호주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헬스케어, 이동통신, 금융, 국가안보 등과 같
은 야에 한하여 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일정종류의 정보는 반드시
국내 서버에 저장하고 처리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전자적 형태인 개인건강
정보기록을 호주 밖으로 송출 되는 것을 막고 있다. 등록된 포털 운영자 또는 등록된 계약 서비스
제공자인 건강기록 시스템 운영자는 비식별 처리가 되지 않은 개인 식별 가능한 호주시민의 건강기
록에 대해서 해외, 보관,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호주 영토 밖으로 이전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호
주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외국기업은 데이터센터를 호주에 설립하거나 호주에 설립되어 있
는 기업의 아웃소싱을 통해서만 건강관련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14)

11) Scott Livingston and Graham Greenleaf, “Data localisation in China and other APEC jurisdictions”,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43, October 2016, pp. 6-7.
12) Draft circular on detailed regulation on cross border provision of public information(No.72/2013/ ND-CP).
13) 박훤일, “개인정보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법학52권4호(2017.12), 23면.
14) 김현경, 전게논문,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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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해외의 데이터국지화법은 정보에 대한 주권에 기하여 국가의 중요정보나 자국민의 개인정보 등 보
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해당 국내에 저장되게 강제함으로써 데이터 침해에 대
한 확인이나 조사, 대응 등을 신속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용자 보호에도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데이터 국지화는 정보화 시대의 자유무역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무역 자유
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으로서 FTA나
WTO 협정 상의 현지주재요구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15)

Ⅳ.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데이터주권 및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
한 대응방안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데이터주권 및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몇몇 국가와 같이 데이터국지화법을 만들어서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이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무역을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서버를 일률적으로
국내에 두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나 전자
정부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 서버 소재 의무를 부과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데이터 국지화를 의
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국내에 데이터가 머무르도록 발전하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나 혹은 경쟁력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
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
미국이 제정한 클라우드법(CLOUD Act)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고할만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
15)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한미FTA에서도 아래와 같이 무역장벽이나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국경간 서비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간 서
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1항). 현
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와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는 어떠한 당
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
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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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같은 형태의 대응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기타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미국 CLOUD Act과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 미국 CLOUD Act
미국에서 제정된 ‘해외 데이터 이용 합법화(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즉, ‘클라우드 법(CLOUD Act)’ 은

미국 수사기관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과 같은 IT

기업들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와 같은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미국 수사기관은 클라우드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외서버에 저장된
미국기업들의 데이터를 감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어디에 있던지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클라우드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사건’16)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저장데이터 획득에 관한 법(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Stored
Abroad Act, 2015)’과 ‘국제통신 개인정보보호법’(International Communications Privacy Act,
2017)을 합쳐서 만든 법률이 바로 클라우드법이다.
클라우드 법 제2713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통신, 기록 또는 기타 정보가 미국 내 또
는 미국 밖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공자가 보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 및 기타 기록 또는 고객 또는 가입자의 정보를 보존, 백업(backup), 또는 공
개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7)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이 미국 내에 존재
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18)

나.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16) 2013년 12월, 마약밀매사건의 수사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범죄와 연루된 특정 이메일 계정에 관련한 데이터 및 관련
이메일(이메일 서버는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였음)의 제출을 요구하는 영장을 신청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의를 제기하
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17) 18 U.S.C. § 2713. Required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s and records “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to preserve,
backup, or disclose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any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 within such provide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regardless of whether
such communication, record, or other information is located within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18) 송영진, “미국 CLOUD Act 통과와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시사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제29권 제2호(통권
114호,2018.),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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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
졌다.19)20)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
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
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
조 참조).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

19)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20) 이 판결의 원심팜결(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도 참고로 소개한다.

“①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 규정들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
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라 압수할 물건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전
자우편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비록 그 대상이 유형물이 아니어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이 특정 이메일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메일 계정에 관한 접근권
한에 관한 자료(ID, 비밀번호)를 확보하였음을 기화로, 외국에 위치한 서버에서 해당 디지털 정보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닌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에 관
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이러한 압
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집행방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
비스제공자가 외국 소재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상의 압수·
수색 장소는 국내의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되는바,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상대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7조의
규정과 저촉된다. ③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반드
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아가 압수·수색 대상인 전기통신 자체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이메일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관련 전기통신 등을 수집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이는 압수·수색 처분을 받게 되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수집된 증
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건정, 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기는 하나, 건정을 열거나 개봉하여 압수·수색하는 장소 내지 대상물이
해외에 존재하여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
재하는 저장매체 속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까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메일서비스제공
자가 외국 기업으로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
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이메일서비스제공자
의 협조를 얻어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관련 외국과의 조약 체
결의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제도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압
수·수색·검증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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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
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
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
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
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
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
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
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
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
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
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
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
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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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
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
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
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
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
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우리 대법원이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는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사법당국이
나 법집행기관이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미
국의 CLOUD Act와 같은 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형사법제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데이터주권 및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클라우드컴퓨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정보처리와 효과적이고 지능적인 정보처리에 불가피
한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는 국제적인 무역의 증가와 IoT 등의 기술적 진보에 따라
데이터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소수의 업체가 전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나 국가의 중요 정보에 대
하여는 공익적 요청이나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요청에 기하여 사전 혹은 사후적 적
절하고 합리적 규제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기반한 규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이
전 금지를 원칙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데이터 이전을 합리화하
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으로는 (1) 전면적 혹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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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국지화 입법화, (2) 핵심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영역에 대한 국내법제의 해외 클라우드컴퓨
팅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방안 강화, (3) 실무적 측면에서 국제적 공조체계의 구축 및 강화 등의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들 중 어느 하나의 방안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고 해외 사례
나 글로벌 흐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익 보호 및 국익 증진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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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고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결정한
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관계가 항상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결과물로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
는다. 온라인 시스템에 기반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계약의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클라우드컴퓨
팅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으로 미리 정하여진 계약서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고객이 사업자(기업)라고 하여도 중소
기업과 같이 전문 인력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상황은 다르지 않다.

* 이 글은 김현철,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관한 UNCITRAL 가이드(안)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충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8, 133-158쪽의 일부분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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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서비스제공자가 거대 글로벌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 이용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고, 내용의 유불리마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1)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에 대응하여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있어서 여러 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UNCITRAL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으로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UNCITRAL 홈페이지에 공개된 “UN 가이드(안) 또는 UNCITRAL 가이드
(안)”2)을 번역 및 분석하여 제안배경, 그리고 주요내용과 쟁점, 실무작업반 제55차 및 제56차 회의
에서 논의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UN 가이드(안) 논의 배경
1. 논의 경과
국제거래에서 법적 안전성을 증진하고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에 맞게 각국의 법제도를 발전시켜가
는 것을 목표로 하는 UNCITRAL은 그 산하에 정부조달, 중재, 운송,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 모
두 6개의 실무작업반을 두고 분야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4실무작업반(WG IV)에서 전
자상거래를 담당하고 있다.3) 제4실무작업반의 활동 주제는 지금까지 유가증권(International
Negotiable Instruments), 대금지급수단(International Payments), 전자데이터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그리고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로 네 번의 변화가 있었다.4) 제4실
무작업반은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여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 제정, 2001년 전자서명
모델법 제정, 2005년 국제전자계약협약안을 38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제60차 UN총회에서 정식협약
을 채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오늘에 이르고 있다.5)
제4실무작업반은 제54차 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55차 회의(2017
1) UNCITRAL은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약자로서 번역어로는 흔히, 유엔국제거래법위원
회,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 국제거래법으로 많이 불리고
있으며 대학강좌도 같은 명칭으로 개설됨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로 표기한다.
2) 본고에서 설명하는 UN 가이드(안) 또는 UNCITRAL 가이드(안)은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ifty-sixth session (New York, 16-20 April 2018) Meeting records - Contractual aspects of
cloud computing Note by the Secretariat(A/CN.9/WG.IV/WP.148)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A/CN.9/WG.IV/WP.148로
표기한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commission/working_groups/4Electronic_Commerce.html)(최종 방문일:
2018.6.10.)
3) 이하에서 실무작업반은 제4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V)을 의미한다.
4) 왕상한, “UNCITRAL 전자상거래 주요 논의내용과 향후 활동 전망”, ｢통상법률｣, 제88호, 2009.8, 95쪽.
5) 정완용, ｢전자상거래법(제3판)｣, 법영사, 2009,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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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는 클라우드컴퓨팅 계약과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를 미래의제로 채택하여 2018년 4월(제56
차 회의)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6)
제55차에서 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진 클라우드컴퓨팅의 계약에 대한 논의사항은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잠재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개방형 SaaS(Public Software as a
Service)의 제공을 위한 계약의 체결 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종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의 계약
법적 쟁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물의 형식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 입법 지침이나 기타 입법 문서의 작성 또는 상세한 법률 안내
서의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하였다. 다수 의견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목록("체크리스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특정 당사자에 치우치
지 않고 계약상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하며 당사자 자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실
무작업반이 의도하는 최종적인 형식이 협약, 모델법, 또는 입법지침과 같이 입법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형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실무작업반은 작업 범위와 관련하여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라우드컴
퓨팅 서비스 계약 문제만 해결하고, G2B(Government to Business)와 B2C(Business to Customer)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B2G(Business to Government)는 공공 조달을 위해 부분적으로만 다루기로 하였
다. 또한 교육, 의료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특정 분야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을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실무작업반은 논의되는 사항들이 계약 전에 미리 검토할 것으로는 가능하지만 계약상 사전 의무
사항으로는 안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과 개별 계약에 의해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표준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요 계약 이전 문제와 계약서의 초
안을 작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논의가 끝난 후, 실무작업반은 UNCITRAL이 사
무국에 예비 검토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초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실무작업반에 제
출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을 하였다.
다음으로 제56차에서 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진 클라우드 컴퓨팅의 계약에 대한 논의사항은 살펴보
면, 현존하는 UNCITRAL 문서에는 "체크리스트"라는 명칭이 없음에 따라 문서의 명칭을 "Note"라
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실무작업반은 이 문서를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주
요 문제에 대한 참고 사항(Notes on main issues of cloud computing contracts)"으로 변경하였
다.7) 또한 실무작업반은 이용자 친화적이고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온라인 참고 자료 형태로 문
6) 캐나다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미래의제로서 제안 및 주장하여 채택이 되었다.
7) 이 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사항(Notes)라는 표현보다 가이드(Guid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UNCITRAL의 결과물은 입법, 계약, 설명 관련 자료들이 있다. 설명 자료에는 Legal guides, Practice and other
information guides, Interpretative declarations 등이 있다.(UNITED NATIONS, A Guide to UNCITRAL,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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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제56차 회의를 통해 실무작업반은 사무국에서 준비한 참고사항(Notes) 172개 항목과 용어집을 축
조심의 형태로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논의사항으로는 제118항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면책 조항
및 책임 제한이 포함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법률의 유효성에 대한 추
가 양식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도록 제118항을 재작성하기로 하였
다. 제121항에서 책임 면제 관련 내용 다음에 유용한 예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제147항에서는 계
약기간과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한 이전 가능성의 존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147
항을 다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분쟁해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컴퓨팅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기존
UNCITRAL의 작업을 고려하여 온라인 분쟁 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에 대한 하위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용어집에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또는 PaaS(Platform as a Service)와 같은 잘
알려진 클라우드컴퓨팅 용어를 삭제하고 국제표준에 비추어 정의되지 않은 용어만 나열하자는 제안
이 있었으나, 용어집의 설명은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실무
작업반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에 관한 설명을 용어집에 수
록할 것과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을 국제 표준에 맞추어 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2. 구성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사업자(서비스제공자)가 최종 이용을 위해 하나 이
상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사업자(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관한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판매나 하도급 등 제3자와의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UNCITRAL 가이드(안)은 제1장 주요 계약전 문제(Part One. Main pre-contractual aspects),
제2장 계약서의 초안 작성(Part Two. Drafting a contract) 등 계약과 관계된 두 부분과 용어집
(Glossary)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주요 계약전 문제는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잠
재적 당사자로서 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고객이 고려해야 할 계약서 작성 이전 단계의 주요 문
제를 다룬다. 제2장 계약서의 초안 작성은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계약당사자
가 당면할 수 있는 계약상의 주요 문제를 다룬다. 용어집에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에 사
용된 몇 가지 기술 용어가 설명되어 있다. UNCITRAL 가이드(안)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publication, 2013,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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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가이드(안)의 구성>

제1장 주요 계약전 문제

A. 강행법규 및 기타 요건 확인
B. 계약전 위험 평가
C. 기타 계약전 사항

제2장 계약서의 초안 작성

A. 일반적 고려사항
B. 계약 당사자의 확인
C. 계약 범위와 대상의 정의
D. 고객 정보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권리
E. 감사 및 감독
F. 지급 조건
G. 서비스의 변경
H. 하도급자, 하위 공급자 및 외주
I. 책임
J.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K. 계약 기간과 해지
L. 서비스 약정의 종료
M. 분쟁 해결
N.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선택
O. 통지
P. 기타 조항
Q. 계약 수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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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N 가이드(안) 주요내용과 쟁점
1. 주요 계약전 문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고객이 고려해야 할

계약서의 작성 이전 단계의 주요 문제는 (ⅰ) 강행법

규 및 기타 요건 확인(Verification of mandatory law and other requirements), (ⅱ) 계약전 위
험 평가(Pre-contractual risk assessment), (ⅲ) 기타 계약전 사항(Other pre-contractual
issues)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강행법규 및 기타 요건 확인에 있어서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요건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상 약
정에 의해 발생한다. 이때 고객(이용사업자) 및 서비스제공자(공급사업자)는 개인정보, 사이버 보안,
수출 통제, 관세, 세금, 영업 비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향후 계약에 적용되는 분야별 법규정
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실행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 및 형사 책임 등이 따를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체결 요
건은 업계 및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
는 것,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은 특정 모델을 배포하는 것,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된 거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부에 등록하는 것,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
과 서비스제공자의 요구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특정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를 특정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률과 규정, 개인정보, 계정정보, 공공정보에 관한 강행법규 그리고 수출 통제에 적용되는 법률을 통
해 규정된다. 또한 계약서의 약정을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주식 거래와 같은 실시
간 운영에 있어서 중요 요소인 대기시간(latency)을 늘리는 등의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에서 선호하
기도 한다.8)
계약전 위험 평가는 강행법규가 있다면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 강행법규가 없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잠재적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적절한 위험완화에 도움이 되는 위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험 평가는 계약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할 수도 있다. UNCITRAL
가이드(안)이 정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항목으로는 (ⅰ) 선택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 확인9),
8) A/CN.9/WG.IV/WP.148, p7.
9) 고객이 특정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내부, 외부로의 전송, 이송 처리 중에 고객 데이터의 무단 액세스, 사용, 변경 또는 파기 방지등과
관련한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기밀 및 보안 정책
(b) 메타 데이터, 감사 추적 및 기타 로그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접속 시 보안 조치의 계약 약정
(c) 보안 위반 또는 시스템 오작동의 경우 기존 재난 복구 계획 및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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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킹 시험, 감사 및 현장방문, (ⅲ)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 (ⅳ) 고착화(lock-in) 위험, (ⅴ) 사
업 연속성 위험10), (ⅵ) 출구 전략 등이 있다.11)
마지막으로 계약전 기타 사항은 (ⅰ) 정보 공개, (ⅱ) 비밀 유지, (ⅲ) 클라우드로의 이전
(migration) 등이 있다. 준거법에 따라서는 잠정 계약당사자들에게 계약의 결정에 있어 정보에 입각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결정되었거나 결정하기로 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 또는 그 일부를 무효로 하거나 피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 계약 단계에서 공개된 일부 정보(고객이 요구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제안한 보안사항, 식별 및 인증사항,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정보, 데이터센터의 위치 및 유형에 대한
정보 등)는 비밀로 간주될 수 있다. 잠재적인 계약당사자들은 사전 계약 단계에서 향후 공개할 정보
의 비밀에 동의해야 할 경우도 있다.12)

2. 계약서의 초안 작성
(1) 일반적 고려사항

UNCITRAL 가이드(안)은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사항으로 (ⅰ) 계약의
자유, (ⅱ) 계약의 성립, (ⅲ) 계약의 방식, (ⅳ) 정의와 용어, (ⅴ) 최소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13)

(d)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로의 이전(migration) 및 서비스 중단 지원 및 서비스제공자의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에
대한 보증
(e)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직원, 하도급업체 및 기타 제3자의 배경 조사(vetting) 및 교육을 위한 기존 조치
(f) 재난 복구 절차로 인한 보안 사고 통계 및 과거 실적 정보
(g) 기술 표준 준수에 대한 독립된 제3자의 인증
(h) 독립 기관에 의한 감사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정보
(i) 재정적 실현가능성
(j) 보험 증서
(k )가능한 이해 상충
(l) 하도급 및 계층화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범위
(m) 데이터와 기타 콘텐츠의 불충분한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부담.
10) 사업연속성 위험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일시 중지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법규에 따
라 고객은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최종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적절한 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관련 계약조항을 통해 고객은 특히 서비스제공자의 파
산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일방적인 일시 중지 또는 해지의 경우 사업 연속성 위험을 완화할 수도 있다.
11) Ibid, p.8~10.
12) Ibid,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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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거래에서 계약의 자유(Freedom of contract)에 관해 널리 인정된 원칙을 통해 계약당사자
는 계약을 맺고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권리남용, 공공질서 및 사회
윤리 훼손 등을 처벌하는 규칙이나 특정 유형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제안을 수락한
후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은 성립(Contract formation)된다. 또한 고객이 웹페이지의 확인란을 클릭
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
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계속 제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도 제안이 수락된다. 제공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의 책임, 품질 및 수량 또는 지급 조건 등 제안의 중요 변경사항은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계약상
대방이 수락해야 한다. 계약의 방식(Contract form)에 있어서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은 주로 온라인
으로 체결된다.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협약, 마스터 서비스 협약 또는 서비
스 약관(TOS)로도 불리며, 제한적 이용정책(AUP), 서비스수준협약(SLA), 정보처리협약 또는 정보
보호정책, 보안정책 및 라이선스 협약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가 관련된 경우에는 서면으로(in writing)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참조로 포함된 모든 문서는 주된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정의와 용어(Definitions and terminology)에 있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술 용어가 포함된다. 용어집은 해석상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용어를 사
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계약 당사자의 확인,
(b) 계약의 범위와 대상의 정의, (c) 지불 조건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명시, (d) 계약
기간, 해지 및 갱신 조건의 설정, (e) 책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및 면책 확인, (f) 분쟁해결, 준거
법, 재판관할권 선택 등이 최소한의 계약 내용(Minimum contract content)이 된다.

(2) 계약의 범위와 대상

UNCITRAL 가이드(안)은 계약의 범위와 대상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ⅰ) 서비스수준
협약(SLA), (ⅱ) 제한적 이용정책(AUP), (ⅲ) 보안정책, (ⅳ) 데이터의 무결성, (ⅴ) 비밀 조항, (ⅵ)
정보보호정책 및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또는 정보처리협정, (ⅶ) 정보 유출 및 기타 보안사고로 인한
의무 등을 설명하고 있다.14)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유형과 복잡함이 크게 다르
다. 계약의 대상은 핵심적, 부가적 및 선택적 서비스로 구성된다. 계약 대상에 대한 서술은 클라우
드컴퓨팅 서비스의 유형(SaaS, PaaS, IaaS 또는 그 조합), 배포 모델 (public, community,

13) Ibid, p.12.
14) Ibid, 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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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또는 hybrid) 및 기술, 품질 및 성능 특성, 적용 표준을 포함한다. 계약의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관련 여러 문서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서비스수준협약(SLA)에는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능 한도가 기술되
어 있다. 이것은 서비스제공자의 계약 의무 및 계약 위반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서비스수준협약에 포함된 성능 한도는 정량적 성능 한도와 정성적 성능 한도로 구분된다. 정량적 성
능 한도는 용량, 가용성, 중단 시간 또는 정전, 탄력성과 확장성, 지연 속도, 암호화, 지원 서비스,
사고 및 재난 관리 및 복구 계획, 데이터 저장소의 지속성 등을 예시하고 있다. 정성적 성능 한도는
데이터 이식성(portability),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 보안, 암호화,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삭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측정 방법 및 절차도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측정을 위한 기준 기간(일별, 주별, 월별), 서비스 제공 보고 체계(주기 및 형식), 당사자의 역할 및
책임, 측정 지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당사자는 독립적 성과 측정 및 관련 비용의 배분에도
합의해야 한다.
제한적 이용정책(AUP)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고객 및 최종 이용자가 계약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 및 고객의 최종이용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고객의 최종이용자가 제한적 이용정책(AUP)을 준수하고 고객이 최선의 노력 또는 상업적으로 합당
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제3자가 무단으로 또
는 부적절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고객이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클라우드에
배치되는 콘텐츠, 데이터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고객 데이터 보안을 포함한 시스템의 보안은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이 책임을 공유한다.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비스제공자가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객은 서비스제공자가 클라우드에 배치된 모든 고객 데이터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일부 민감한
정보와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비밀 유지 약속을 원한다. 이 경우 고객은 비밀 정보, 필요한 보호
수준, 해당 법률 또는 계약상의 요구사항 및 해당 법규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영향을 주
는 모든 변경 사항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절히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 이행
을 위해 고객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의해 공개가
강제될 경우도 있으므로 비밀 조항에 대한 적합한 예외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많은 지역에서 법률로 특별히 보호된다.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계약에 적
용되는 법률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모든 계약조항은 무효가 된다. 계약서에는 최소한의
내용, 기간, 처리의 성격과 목적,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의 범주,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
로세서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고객은 데이터 컨트롤러가 되며 클라우드에서 수집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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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지시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서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 관련된 보안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인 보안 통보와 더불어 법률에 따라 보안
사고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 보험회사 및 정부 당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3) 고객 데이터와 기타 콘텐츠에 대한 권리

UNCITRAL 가이드(안)은 서비스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접근(need-to-know)" 원칙에
따라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15)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특정 권리는 특정 서
비스 또는 기능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암묵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
한 권리가 없으면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비스제공자가 정기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백업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려면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하도급 업체가 고객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고객 데이터를 하
도급 업체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는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에게 계약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낼 수는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광고, 통계 생성, 분석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
로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고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님을 명시해야 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준수했는지를 신중하게 평가해
야 한다.
데이터의 삭제는 계약 기간 동안 적용되지만, 특히 계약 종료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는 고객의 보존 계획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민감한 데이터는 수명주기의 지정된 시간에 폐기
해야 한다. 법 집행으로 인해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거나 확인된 지적재산권 침해를 해
소하기 위해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삭제 완료 시 데이터 삭제에 대한 확인을 고객에
게 제공하고 삭제 활동에 대한 감사 추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
여 데이터 삭제 기간 및 기타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15)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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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조건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이용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6)
가격은 필수적인 계약 조건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의 주문형 셀프 서비스 특성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지급(pay-as-you-go) 청구 시스템에 반영된다. 계약은 합의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공
급량(지정된 이용자 수, 이용 횟수 또는 이용 시간)에 대한 단위당 가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대량 할인을 포함한 가격 규모 또는 기타 가격 조정은 당사자 중 한 측에 대해 인센티브 또는
위약금 형태로도 설계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의 일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지급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SaaS는 서비스제공자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계
약서에는 기타 지급조건으로 지급 만기일, 통화, 적용가능 환율, 지급 방식, 연체시 벌칙 및 지급
청구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5) 서비스의 변경과 중지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서 서비스의 변경과 중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17)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유연하고 변동성이 크다. 계약서에는 증가하는 사업상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선택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제공자는 재
량에 따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 서비스 변경이 핵심 서비스 또는 부수적 서비
스와 지원 서비스 여부에 따라 계약 사항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예정된 업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사전에 고객에
게 잘 통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업그레이드 일정을 고객 수요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고객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된 기간 동안
이전 버전을 새 버전과 병행하여 이전 버전을 보존할 수 있다.
기술 발전, 경쟁력 강화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일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다른
서비스로 대체되거나 또는 대체없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계약서에 서비스의 일부
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변경 사항은 고객에게 사전 통보되어야 하
고, 허용할 수 없는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영향을 받는 고객 데이터
또는 기타 콘텐츠를 원래의 상태로 적절하게 되돌릴 수 있도록 적합한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고
객을 보호해야 한다.

16) Ibid, p.21~22.
17) Ibid, 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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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자는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서비스제공자의 권리를 포함
하려고 하나, 고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대금 미지급 등 고객이 기본적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명확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 정지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무조
건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서비스 약관 형태의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제
공자에 의한 일방적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객은 서비스제공자가 변경한 사항을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고객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수정된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객은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약관의 변경 사항을 고객에게 그 효력 발생 일 전에 사전에 충분히
알릴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6) 책임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8) 계약당사자는 사
업자와 사업자 사이(B2B)의 거래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위험과 책임을 자율적
으로 분담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위험, 보상 또는 기타 사항의 제공
여부, 서비스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부과하는 금액 등과 같은 요인들은 모두 위험과 책
임의 분담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SaaS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령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 반면
에 고객은 자신의 통제 대상인 데이터의 암호화 또는 백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 구성 요소에 대한 책
임을 진다. 고객이 적절한 백업을 보장하지 못하여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권
을 상실할 수 있다.
한편 IaaS와 PaaS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프라나 플랫폼(하드웨어 리소스, 운영
체제 또는 미들웨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고객은 제공된 인프라나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애플리
케이션 또는 거기에 포함된 데이터 등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안 사고, 예측
할 수 없는 사건 또는 비밀 데이터 누출 등 서비스제공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초래한 사
업기회 손실 등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한 책임도 배제된다.
다수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체보다 데이터 관리자(컨트롤러)에게 더 많은 책
임을 부과한다.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사자가 그러한 데이터를 사실상 처리하느냐 하는 것
은 적용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18) Ibid, 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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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거법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책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통지 및 철회" 절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9) 계
약당사자는 손해배상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손해배상(remedies)에는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기대한 이익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현물 배상(결함이 있는 하드
웨어 교체), 금전적 배상(서비스 크레딧) 및 계약 해지가 포함될 수 있다.
고객이 서비스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것이 서비스 크레딧 시스템이다. 이러한 크레딧은 다음 번 측정 기간에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한 대금 감액 형식을 취한다. 고객은 서비스제공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배상 수단으로서 계약상의 고정 서비스 크레딧을 결정할지 검토가 필요하
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다른 수단을 배제시키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약금은 서비스 크레딧보다 서비스제공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계
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대금 감액 또는 향상된 서비스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크레딧은
무용한 것이 될 수 있다.

(8) 계약기간과 해지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서 계약기간과 해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 계
약의 효력 발생일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효력 발생일은 계약서 서명일, 제안 접수일
또는 수락일, 고객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조치일과 다를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 날짜는 비록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유
효한 시작일로 간주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단기이거나 중기이거나 또는 장기 모두 가능하다. 단기
또는 중기의 초기 고정기간을 제공하고 어느 한 당사자가 종료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위반은 대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고객은 데이터 손실 또는 오용, 개인정보 보
호 위반, 반복된 보안 사고, 비밀 누설,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서비스 비가용성 등을 이

19) Ibid, p.27~28.
20) Ibid, 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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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변경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고객의
대금 미지급 또는 최종 이용자의 제한적 이용정책(AUP) 위반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사전 통지의 제공, 성실한 협의,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구제 조치가 취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회복한다는 조건하에 행사할 수 있다.
(9)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권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분쟁해결방법과 재판관할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1)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사전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분쟁 해결 방법에는 협상, 중재, 화해, 중재 및 사법 절차가 포함된다.
계약당사자간 우호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분쟁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중재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중재 절차를 관장하는 일련의 중재 규칙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계약서에는 분쟁해결 절차 수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UNCITRAL 중재 규칙)을
이용한다는 표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여러 국가에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특정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관할권 조항에 동의할 필
요가 있다.
계약의 자유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선택하고 분쟁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법률에 따라 데이터보호법 등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도 한다.

(10) 통지

UNCITRAL 가이드(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2) 통지 조항은 통
지의 형식, 언어, 수령인 및 통지 수단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발송시,
도착시, 수령인 인지시)을 다룬다.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담당자의 실제 또는 전자 주소 중에
선택하여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의 법
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21) Ibid, p.31~33.
22) Ibid, 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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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필요한 사전, 사후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UNCITRAL 가이드
(안)은 실무작업반의 초안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년 UNCITRAL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식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틀이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UNCITRAL 가이드(안)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래의제로서 제안하고 논의한 결과물로서
의의가 있다. 비록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한국은 클라우드컴퓨팅법과 표
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용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 그 자체만 제정되어 배
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안취지나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UNCITRAL 가이드(안)과 같이 계약서 작성 전후로 참조할 만한 세부 내용에 대한 해설서
나 가이드가 필요하다.
또한 UNCITRAL 가이드(안)의 내용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
의 초안 작성 부분의 일부 내용은 국내 표준계약서에 아직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다. 표준계약서 또
는 그 해설서에 포함된다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
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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