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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유럽연합(EU)의
‘쉥겐 클라우드(Schengen Cloud)’ 계획 반대
유럽만의 인터넷을 표방하는 ‘쉥겐 클라우드’ 정책을 두고 상반된 의견 존재

▶ 최근 유럽연합(EU)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 대외 감시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한 유럽 한정의
폐쇄적 인터넷 네트워크 정책 ‘쉥겐 클라우드’ 추진에 돌입
▶ 이에 미국 정부는 ‘쉥겐 클라우드’가 일반적인 국제 무역 규범 및 현재 진행 중인 다국적기업 활동 규제에 관한 미국-유럽
연합 간 협의에 어긋나는 보호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촉발된 상황
▶ 업계 전문가들은 국경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인터넷의 특성과 서비스 환경 상 ‘쉥겐 클라우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시각도 존재
▶ 한편 ‘쉥겐 클라우드’ 추진 진영은 이와 같은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쉥겐 클라우드’ 정책에 있어 EU 내 전반적
정보보안 강화라는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I. 유럽 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쉥겐 클라우드’, 미국 국가안보국(NSA) 사태로 주목
▒ EU는 3년 전 유럽 내 온라인 콘텐츠 및 보안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책을 처음으로 제안
• 2011년 2월 개최된 EU 법집행추진회의1) 에서 유럽 대륙과 타 지역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가상
방화벽 구축을 골자로 한 ‘쉥겐2) 클라우드(Schengen Cloud)’ 계획이 대두
• 유럽 인터넷 사업자들이 EU의 정보보안 ‘블랙리스트’에 의거해 유럽 외부 지역의 유해 콘텐츠나

이민자 수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쉥겐 조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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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쉥겐은 본래 비EU 회원국 국민의 EU회원국 입국 및 체류를 엄격히 통제하는 EU 내 단기 무비자 체류 조약의 명칭으로, 해당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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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uncil of the European Law Enforcement Work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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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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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EU 회원국의 지도자 및 고위인사3) 를 대상으로 한 미국 국가안보국4) 의 불법 감시 사태가
발생하면서 ‘쉥겐 클라우드’ 계획이 재논의
• 2014년 1월 유럽 의회 시민자유위원회5) 는 보고서6) 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의 불법 감시 활동은
미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테러 대응 목적이 아닌 타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첩보 행위였다고 비판
•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로부터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유럽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
•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형 IT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촉구

▒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2014년 2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대서양을 횡단해 미국까지 연결되어 외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쉥겐 클라우드’를 통한 ‘유럽만의 인터넷’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
• 독일의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7) 은 유럽 기업들이 EU 데이터 보호법 하에 미국
기반 클라우드형 데이터 센터에 자사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허용한 EU와 미국 간 ‘세이프하버
협약(Safe Harbor Agreement)’의 폐지까지 요구하며 ‘독일만의 인터넷’ 계획을 구상 중
• 도이치 텔레콤은 EU 거주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EU 영토 내로 한정하고, EU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로 라우팅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실제로 ‘쉥겐 클라우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과 더불어 자국의 정보통신본부8) 를 통해 EU
회원국민의 개인정보를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난 영국은 쉥겐 라우팅 시스템의 구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예정9)

3) ‘쉥겐 클라우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도 불법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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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명

4)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5) European Parliament Civil Liberties Committee
6) European Parliament, “Draft Report: on the US NSA surveillance programme, surveillance bodies in various
Member States and their impact on EU citizen’s fundamental rights and on transatlantic cooperation in Justice
and Home Affairs,” 2014.1.8
7) Deutsche Telekom
8)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9) ‘쉥겐 클라우드’라는 명칭은 영국이 쉥겐 조약 비가입국이라는 점에서 영국을 제외한 정책이라는 의미 역시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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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 정부, ‘쉥겐 클라우드’에 반대 의사 표명
▒ 미국 무역대표부10) 는 최근 발간한 연간 보고서11) 를 통해 EU의 ‘쉥겐 클라우드’ 계획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비판
• 보고서는 ‘쉥겐 클라우드’가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EU ICT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비유럽 사업자를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언급
• 나아가 네트워크 경로를 EU 지역 내로 한정시키는 라우팅 정책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EU가 준수해야 할 국제 무역 관련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
• 특히 미국과 유럽이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각국의 통상법 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쉥겐 클라우드’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라는 것

▒ ‘쉥겐 클라우드’로 인해 네트워크 기반 ICT 산업의 혁신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
•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대부분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처리 및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EU 회원 국민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전부 유럽 내에서 처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ICT 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혁신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예를 들어 EU 외부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쉥겐 클라우드’의 도입으로
데이터 센터를 EU로 이전하는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쉥겐 클라우드’가 비유럽 지역 기반의 선도적 ICT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유럽이 ICT 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혁신 조류를 수용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

III. 인터넷 전문가들의 ‘쉥겐 클라우드’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인터넷 전문가들은 ‘쉥겐 클라우드’ 정책이 불필요하며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을 표명

11) USTR, “2014 Section 1377 Review: On Compliance with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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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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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서버를 비 EU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저지해야 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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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 IT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용 서버가
대부분 비 EU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국가를 통해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EU 중심적 시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
• 애초에 EU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EU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외부의 불법 감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

▒ ‘쉥겐 클라우드’에 대한 재논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구호라는 시각도 존재
• 인터넷 보안 연구소의 도미니크 피터슨 (Dominique Peterson) 은 인터넷은 국경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
• 독일 해적당12) 의 브루노 크람(Bruno Kramm)은 독일과 프랑스 정부의 ‘쉥겐 클라우드’ 추진
움직임이 일련의 불법 인터넷 감시 사태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화될 수 없는 후퇴적 정책이라고 비판
• 수면 위로 재부상한 ‘쉥겐 클라우드 정책’은 실제 도입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사실을 시사

IV. ‘쉥겐 클라우드’ 추진 진영, 부정적 평가에 ‘쉥겐 클라우드’의 본래 취지 강조
▒ ‘쉥겐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는 EU 및 독일 정부의 고위 인사는 미국 IT 기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미국 정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 EU 집행위원회의 닐리 크로스(Neelie Kroes) 부의장 겸 디지털 어젠다 책임자는 미국 정부의
‘쉥겐 클라우드’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EU는 EU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를 지지하고 있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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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비 EU 국가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

12) Pirate Party: 인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저작권법 및 특허권의 철폐와 혁신을 내세운 범유럽 정당으로, 200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첫 의원을 배출

미국 정부, 유럽연합(EU)의 ‘쉥겐 클라우드(Schengen Cloud)’ 계획 반대

• 독일 바바리아 주정부의 베아테 메르크(Beate Merk) 수상은 최근 방미 일정 중 미국 무역대표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쉥겐 클라우드’의 추진 배경은 보호무역주의와 무관하며, 미국 국가안보국
사태로 인해 촉발된 범유럽적 정보보안 강화책의 일환이라고 언급
• 메르크 수상은 EU와 각국 정부는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서드파티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유럽이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

▒ 도이치 텔레콤 측은 ‘쉥겐 클라우드’가 인터넷 트래픽을 국가별로 구획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에
대응해 ‘쉥겐 클라우드’ 정책을 옹호
• 도이치 텔레콤의 필립 블랑크(Philipp Blank) 대변인은 쉥겐 클라우드가 추구하는 EU 지역 한정
라우팅 시스템에는 인터넷 트래픽을 국가별로 구획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
• 블랑크 대변인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상의 송수신자가 모두 같은 지역에 위치할 경우 두 사람
간의 트래픽이 굳이 미국, 영국과 같은 타 지역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쉥겐 클라우드’는 이와 같은 상황에 한하여 불법 감시 행위의 위협에 대응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

V. EU 내의 전반적 정보보안 강화라는 대전제를 우선시한 정책 수립 필요
▒ ‘쉥겐 클라우드’의 도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검토 필요
• 미국의 주요 IT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쉥겐 클라우드’에 대한 본격적인 재논의에 앞서
미국 국가보안국 사태에 대응해 EU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EU 내 서버에 저장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최근 아일랜드 이용자의 데이터를 미국 수사 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데이터 저장 위치와 상관없이 미국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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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쉥겐 클라우드’ 정책의 시행 가능성 및 파장에 대한 면밀한 평가 절차가

/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쉥겐 클라우드’가 도입될 경우, 미국의 IT 기업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www.kisa.or.kr

•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를 유럽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해도 미국 정부 기관에 EU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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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 ‘쉥겐 클라우드’의 프레임워크를 넘어 EU의 궁극적 목적인 불법 감시 행위 대응 및 정보보안 강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IT 시장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법 규제 차원의 모색이 시급
• 이를 위해서는 EU 및 EU 회원국과 비 EU 국가 정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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