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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 기업 ICT, 데이터 관리 방식 변화
기업 ICT 의사결정권자, 데이터 보관 방식에 더욱 신중한 입장

▶ 미국 국가안보국1)의 직원이 폭로한 미국 정부기관의 불법 온라인 감찰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래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
▶ 특히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등 ICT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증대에 관심을 보여 온 기업들이 국가안보국 사태
이후 자사 데이터 관리에 민감해진 것으로 확인
▶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센터의 위치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본사 위치 등 물리적인 데이터 보관 장소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으로 파악
▶ 이와 관련해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는 자국 내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Ⅰ. 미국 국가안보국 사태로 기업의 데이터 보안 경각심 증대
▒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국가안보국의 무단
온라인 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한 사태로 인해 IT 산업 전반에 걸쳐 보안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변화
•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IT 기업 및 통신사업자들이 국가안보국의 불법 사이버 감시
행위를 지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대두되면서 논란을 야기
• 특히 기업의 ICT 결정권자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 등 자사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데이터 보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

▒ 일본 통신 솔루션 전문 업체 NTT 커뮤니케이션즈 2) 는 미국 국가안보국 사태 이후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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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2) NTT Communications, 일본 통신 대기업 NTT 그룹의 SI(System Integration)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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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데이터 관리 방식이나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유발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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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T 커뮤니케이션즈는 프랑스, 독일, 홍콩,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기업 ICT 의사결정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위치 및 보관 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선호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 (2014.3.)
• 설문 대상 기업의 직종은 금융 서비스, 소매유통, 제조업, 전문 서비스, ICT,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 NTT 커뮤니케이션즈의 설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ICT 의사결정권자들은 국가안보국
사태를 겪으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데이터가 온라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
• 응답자 중 88%는 특히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 기존 방식을 수정했다고 밝혔으며, 38%는 실제로
클라우드 제공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
• 기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에 불과
• 응답자 중 31%는 기업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장소로 데이터 보관장소를 변경
•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은 응답자 중 62% 는 국가안보국 사태 이후 기존 ICT 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응답
• ICT 의사결정권자들은 자국 내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유럽(97%)과 미국(92%)의 기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대두
• 52%의 응답자만이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더 많은 투자를 감행
• 응답자 중 16%는 기존 클라우드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연기하거나 완전히 취소
• 응답자 중 84%는 데이터 보안법 관련 내부 교육이 더 필요해졌다고 답변
• 마지막으로 응답자 중 82%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제창한 유럽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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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데이터 이동 제한 의견3) 에 찬성

3)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4년 2월 NSA 사태와 관련해 유럽 내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유럽과 미국 간 이메일 전송 등의 데이터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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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안보국 사태 이후 기업 데이터 관리 방식 변화
▒ 기업 ICT 의사결정권자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위치에 특히 민감해진 것으로 확인
• 특히 독일과 미국 기업의 약 30% 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 시 기업 데이터의 보관 장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completely matters)고 응답했으며, 프랑스와 홍콩(24%), 영국(22%)의
기업 상당수도 데이터 보관 장소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파악
• 반면 기업 데이터의 보관 위치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 지역에서 10% 미만의 매우
낮은 비중을 기록
• 실제로 국가안보국 사태 이후 기업 데이터를 기존 장소에서 기업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다른 장소로
옮긴 기업은 31%에 달하며,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기업들의 경우, 데이터를 보다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여겨지는 위치로 옮기는 데 앞장선 것으로 확인4)

● 기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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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TT Communications(2014.2)

• ‘안전한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자국 및 주변 권역5) 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사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일하게 홍콩 기업만이 자국 인근인

/

영국은 각각 29%, 18%만이 데이터 이동을 시행했다고 응답
5) 독일, 프랑스, 영국 기업의 경우 유럽 지역, 미국의 경우 북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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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과 프랑스 기업은 각각 40%, 37%가 실제 기업 데이터를 원래 장소에서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고 밝혔으며, 반면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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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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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어 자국 및 주변 지역 선호도
프랑스, 독일, 영국 97%
미국 92%
홍콩 69%

출처 : NTT Communications(2014.2)

▒ 기업 ICT 의사결정권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출신지역이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위치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식
• 약 20%의 응답자가 해외 업체 서비스 혹은 해외에 데이터 센터를 둔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클라우드 도입 시 제공업체의 데이터센터 및 본사 위치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타국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업체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매할 것인가?

타국에 본사를 둔
업체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매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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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TT Communications(2014.2)

•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보관하겠다는 응답은 독일 (32%) , 영국 (24%) , 프랑스 (23%) 등 유럽
기업들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홍콩은 각각 16%, 17%만이 자국 내 데이터 센터를 선호
• 자국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독일, 프랑스 등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영국과 미국,
홍콩은 각각 16%, 14%, 14%만이 자국 데이터 센터만을 이용하겠다고 응답

미국 등 주요국 기업 ICT, 데이터 관리 방식 변화

• 반면, 미국 기업의 33%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같은
질문에 대해 프랑스와 홍콩은 약 25%가, 독일과 영국은 각각 19%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

▒ 국가안보국 사태가 실제로 클라우드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87%, 기존에 추진
중이던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는 답변도 19%로 조사
• ‘자사의 데이터가 보관되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54%)’,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52%)’ 등의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
• 이 외에도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더 신중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49%) ’,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변경했다(36%)’ 등의 의견이 제시

● 미국 국가안보국 사태로 인한 클라우드 도입 관점 변화
데이터가 보관되는 장소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더 성실히 임하게 되었다
공공클라우드에 불신이 증가했다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제공업체를 변경했다

NSA 사태 후 클라우드 전략에 변화가 없다

출처 : NTT Communications(2014.2)

▒ 한편, 전체 기업의 51% 가 2 년 이상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랑스(61%), 미국(58%)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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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도입률은 39%로 클라우드 활용 및 데이터 보관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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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라우드 활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기반 필요
▒ NTT커뮤니케이션즈는 국가안보국 사태 이후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
• 데이터의 물리적 보관 위치를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별
• 클라우드 사업자가 기업의 데이터 접근, 이동, 삭제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지 여부 확인
•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사업 소유권 및 사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
•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인증 등 제도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특히 자사의 클라우드 활용 계획과 유사한 방침을 가진 기존 서비스 이용자와의 의견 교류

▒ 이 같은 NTT 커뮤니케이션즈의 제안들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 보이며, 특히 유럽
국가에서 자국의 데이터가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
•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과 미국 간 데이터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프랑소아 홀랜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범유럽 정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언급
• 도이치 텔레콤은 국가안보국 사태 이후 대중들의 데이터 유출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해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유럽만의 네트워크’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이처럼 독일에서 유독 데이터의 이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이번 NTT커뮤니케이션즈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 가능

참고문헌
1. BBC, “Data protection: Angela Merkel proposes Europe network”, 2014.2.15
2. New York Times, “Merkel Backs Plan to Keep European Data in Europe”, 2014.2.16
3. NTT Communications, “NSA After-shocks - How Snowden has changed ICT decision-makers’ approach to the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72

Cloud”, 2014.4.
4. The Guardian, “NSA revelations ‘changing how businesses store sensitive data’”, 201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