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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
데, 진영 간 디지털 안보 규범경쟁이 개별국가 및 다자협의체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안보가 ICT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디지털 구성요소인 정보·데이터 등 포괄적인 이슈
를 다루고 있는 반면 디지털 안보의 경우 사이버 안보의 하위 부분인 온라인상 실재하는 정보·
데이터 및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디지털상의 정보 및 기술을 보호한다는 디지털 안보 논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인간,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석유와 같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인터넷이 신경망 내지 혈관이라면 데이터는 혈액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데이터 시장은 2017년 1,508억 달러에서 2020년 2,100억 달러로 연간 11.9% 규모
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IDC, 2017).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
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국가 전략·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디지털 뉴딜 및 데이
터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 관점에서 설립·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
* 이 글은 저자의 논문 2021년 『국가전략』 제27권 2호(2021)에 게재한 “국가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
권의 이중성과 시사점”을 편집하여 수록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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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EU: European Union), 일본 등은 자국의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을 고려하면서 ‘데이터 안
보’에 입각한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국내적 체제 정비를 바탕으
로 자국에 유리한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데이터 안보 구상을 제안하면서 지지를 확대·유도하
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안보 경쟁은 최근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연계되어 가
속·심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및 규범 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
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표준 및 규범 설정 문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안
보·경제 질서를 재편할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미중 간 경쟁 분야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상
황과 맞물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미·서방과 중러 등 주요 기술강국들은 첨단기술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융·복합 환경 하에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술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통해 사이버, 우주, 자율무기시스템(AWS: Autonomous Weapons Systems)시스
템 등 뉴프론티어 이슈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안보 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데이
터의 경우, 상기 핵심 플랫폼 기술 축적의 기초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신기술과 관련한 군사·경
제안보의 필수적 자원이다. 따라서 각국은 데이터 개발·축적·활용에 사활적 경쟁을 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자국에 유리한 데이터 관리체제의 표준화 및 규범 설정을 위해 국내 법제도는 정비
를 바탕으로 글로벌·지역적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제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체제의 경우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든 행위자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로 최근
데이터 관리체제에서 국가·기업·개인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는 데이터 주권 및 관할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 바, 이는 데이터의 이전·유통과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즉, 국가는 안보 및 산업정책 차원에서 데이터의 배타적 주권을 강조하면
서도 타국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는 견제하려는 전략·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플랫
폼 기업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시하면서도 데이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
이 강하다. 반면,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국가 및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혜택 역시 공유 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주권 논의는 사이버안보는 물론 최근 신기술 안보 거버넌스 및 규범 논의 전
반에서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권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즉, 데이터, 사이버 및 신기
술 개발·활용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신기술 활용으로 인한 국가안보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 이를 규제하는 규범적 수단으로 주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소수의 미국 정
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독
과점하는 구조에서 미·서방과 중·러 등 진영 간 대립은 물론 미국, 일본, EU 등 서방진영 내에
서도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디지털 강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립된 전략·정책
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역화·다자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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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규범 논의의 동향, 쟁점, 그리고 전망
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장에서 데이터 안보 및 규범 논의의 이중성을 국제안보 관점에서 분석
한 바, 국가들이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는 기저에는 분명히 데이터가 단순 정보가 아닌 국가 및
국제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은 주요 디지털 강국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관점, 지향점 및 정책적 대응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향후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진영 간 대립의 전망과 시사점을 평가하고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본
다.

II. 데이터 안보 규범 논의의 현안과 쟁점
1. 데이터 안보 논의의 부상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
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Economist, 2017.5.). 즉, 초 연결된 개인, 조직, 기업, 정부의 모든 활동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처리·분석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정희영,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부정적 측면
이 적지 않은 것처럼 데이터 역시 안보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데이터
훼손 및 유출, △데이터 오용과 조작정보, △데이터의 군사적 활용,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
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데이터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김상배, 2020).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
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
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다.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
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
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데이터는 생산 주체에 따라 공공(public) 데이터와 사설(private)로 구분될 수 있고 현재 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영역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 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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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2020). 그러나 데이터의 실체적 내용(substance)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분이 모호할 뿐
만 아니라 향후 공공 데이터 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또는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에서 생산되는 사설 데이터가 규모나 파급력이 클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설 데이
터는 사실상 다수의 공공 혹은 개인정보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 권한은 서
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위 GAFA가 독과점하는 구조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역시 아마존,
MMS, 구글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Internet Report, 2019).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완전
성’(data integrity) 훼손, 오남용, 기술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역시 증대하고 있다. 현재 전 세
계 100개국 이상이 관련 법제를 수립한 상황에서 데이터 주권 논의는 개별 국가의 산업경쟁력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복합적인 국가·지역·글로벌 데이터 안보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데이터 주권 논의의 이중성
데이터 주권 개념은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는바, △데이터의 영역적 범위, △데이터 생산·
제공자, △데이터의 실체적 주체 간 권리·의무의 충돌·조정 과정이 필연적이다. ‘당위적’ 차원
에서 데이터 주권은 독점적일 수 없으며 공유가능하며 개별 행위자 간 데이터 주권의 강조점이
다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국 내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에 있어 해당 국가가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여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원용된다. 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주
체로서 개인이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Taylor and Kukutai, 2016). 다만, 두 개념 모두 국
가안보를 고려하면서 거대 IT 기업에 맞서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민감 데이터의 해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Maurer and Morgus, 2014). 국가안보
차원의 국가의 데이터 주권의 충돌 역시 이중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바, 미국의 경우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의 접근 및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Woods, 2018). 특히, 미국 IT 기업이 외국에서 데이터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미
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전을 강제하는 경우, 미
국 정부, 영업지 외국정부, 기업 간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Thielman, 2015). 반면, 미국 IT 기업의 해외 영업 시 외국정부가 특정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
및 삭제를 제한·강제하는 분쟁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Woods, 2018).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쟁점은 결국 초국경적 차원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관리에
대한 권리로 집약될 수 있는 바, 국내적, 국제적 논의 역시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주체 간 균형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데이터 주권이 강화하는 추
세에서 새로운 데이터 활용과 이익 환원·공유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즉, 최근 주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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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강국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개인의 데이터 제
공·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별
국가는 종합적·포괄적인 데이터 관리 체제 구축 시 자국의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데이터 주권의 쟁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다(NIA, 2018).

3. 데이터 주권 논의의 주요 쟁점
실질적·구체적으로 데이터 주권의 핵심적 쟁점은 데이터 및 개인 정보의 이전·유통의 제
한 여부와 데이터의 자국 내 서버 저장 강제화 등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이슈로 귀결
된다. 데이터 이전·유통 문제는 데이터 수집·활용과 필연적으로 연계되는바,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은 특정 국가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군사적 역량을 측정하고 동원하는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비록 사회전반에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민감 데이터의 유출, 데이터 왜곡·남용 등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다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입장이 상존한다. 미국이 자국 IT 기업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초국경적 이전·유통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데이터를 일국적 재산
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안보 및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면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NIA, 2018).
데이터 현지화와 관련 첨예한 쟁점은 데이터의 자국 내 서버 저장을 의무화하고 국가안보
등 필요시 국가가 서버에 대한 접근권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국 및 거대 IT 기
업들은 이러한 현지화 요건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왜곡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중
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 신흥국들은 이러한 요건이 국가안보 등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기초
한다고 주장한다. 서버 접근의 경우 국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유통을 강조하면서 영업지 국가 서버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
하는 사례도 있다(이승주, 2018). 데이터 현지화 이슈 역시 데이터의 이전·유통과 연계된 이슈
인 바, 최근 디지털 무역 관련 WTO 및 FTA에서 핵심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재민, 2020).
일반적으로 데이터 주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국가주권의 형태로 국가가 타국가, 기업, 개인
을 대상으로 행사하거나 데이터의 소유자 즉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유·처리 및 이동·유
통을 통제·관리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도 행사된다. 이러한 데이터 주권의 대표적
인 사례는 EU이 제정한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인
바, GDPR은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GDPR은 기존의 데이터 열람권이나 수정권 등과 함께 데이터 삭제권, 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
권 등 포괄적인 데이터에 관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Lucarini, 2020). 특히, GDPR에서 중시되
는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제20조 제2항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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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결정권을 강화한 점이다. 이는 1995년‘지침’(Directive)에는 규정되지 않은 바, 입법의
의도는 미국 거대 IT 기업과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amleitner
and Mitchell, 2019). 데이터 주권 논의에서 개인의 데이터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
으로 데이터 역시 자산이자 재산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관리체제 논의
시 국가, 기업, 권리소유자의 균형이 주된 쟁점인 것처럼 향후 국제적 차원의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체제 형성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II. 주요국 동향 및 정책
1. 미·일의 데이터 자유 이동 지지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을 확보한 선도국가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초국경 이동을 옹호하고 중·러 등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은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중시해 특별한 경우에만 법
률을 제정하는 등, 업계의 ‘자율 규제’를 중시하고 미국 정부기관은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지원한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
기 위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추진한바, 데이터 수집·이용·공개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의사를 반
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
을 통해 데이터 권리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Bischoff, 2018). 반면, 트럼프 정부에서
는 전반적인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안보 관점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즉, 기존 데이터 보호 규정을 관련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광대역통신망 프라이버시 보호규칙의 폐지 등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기존 연방
통신위원회(FCC)의 광대역통신망 프라이버시 보호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가 사
용자의 위치·금융·건강정도 등을 광고마케팅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했
지만(Opt-in), 동 규칙의 폐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정보를 추적·수집해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데이터진흥원, 2017).
데이터 이전에 관한 미국의 다자적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바, 2011년 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Policy)은 회원국 간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자율 인증제도로서 여러
미국 주도 통상협정에서 진화·발전되고 있다(Sullivan, 2019). 즉,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 이전
과 현지화 정책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을 계승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및 미·일 디지털통상협정(2019.10.9. 체결,
2020.1.1. 발효)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과 현지화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이후 인도 등 데이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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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를

강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발급

축소까지

검토하였다(Business

Standard,

2019.6.21.).
일본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미국과 유사하며 특히, 2019년 G20 정상회의 시
’신뢰 가능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DFTA, Data Free Flow with Trust)‘을 도모하는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오사카트랙‘을 제안하였다. 오사카 트랙에서는 △국제적 데이터 이전·유통 규칙의
표준화,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사이버안보 강화,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들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일본이 제안한 오사카 트랙은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와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겨냥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대응의 일환이다(Carter, 2019). 현재 오사카트랙의 경우 한·미·일·중·러· 유
럽연합(EU) 등 24개국이 관련 성명에 서명하였고(인도는 거부) 현재 민관협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은 데이터 주권 확대 강화를 위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17.5. 시행)에서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익명가공정보(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
보를 삭제하는 등 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가공한 개인 데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주체의 동
의 없는 수집을 제외한 데이터 활용과 제3자 매매가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이전·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다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자국민 개인 데이터 제
공을 제한하고 EU의 GDPR과 같이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고 인정되
는 국가와 제3자에게만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 제공을 허용한다. 결국, 일본 역시 데이
터의 자유로운 이전·유통을 강조하지만 이는 국내적 적용에 한정되고 데이터 주권을 고려하여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2. 중·러의 국가 규제권 강조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 발전의 기초 전략 자원으로 간주하고, 자국 영토 내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규제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국가안
보를 이유로 ’황금방패시스템‘으로 자국민의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외국 기업의 자국민
데이터 수집·처리를 엄격히 제한한다. 반면, 자국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적극 장려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 중국은 분산되어 있던 네트워크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네트워크안전법(2017.6.

시행)으로

통합해

국가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였다(ITWorld,

2019.3.13.). 동법에서는 사이버안보를 강조하고 주요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 해외 전송 시 안
전평가 등을 기업 의무로 규정한 바, 데이터의 이전과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
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집·생성된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데이터 암호해독 정보 제공이 요구한다. 데이터 이전 제한과 현지화 정책 확대는 중국 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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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육성 전략으로 추진되지만, 역으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장애물로도 작용하기도
한다(Nussipov, 2020).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을 발표(2020.9.8.)하면서, 데이터 주
권, 관할권,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타국 동의 없는 타국 소재 데이터 취득 금지를 제안하였다
(Wand Wenwen and Zhang Hui, 2020).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의 주요 내용은 △종합적·객
관적·중거 기반의 데이터 안보 및 ICT 공급망 개방성·안전성 유지, △주요기반시설 데이터 훼
손·탈취 및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데이터 이용 금지,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반
대, △기업의 주재국 법령 준수 권장 및 자국 기업의 해외 생산·취득 데이터의 자국 영토내 저
장 요구 금지, △데이터 주권·관할권·거버넌스 존중, △법집행을 위한 해외 데이터 취득 필요
시 사법공조 또는 양·다자 협정을 통해 요청, △데이터 불법 취득 및 시스템 통제·악용을 위한
ICT 공급자의 백도어 설치 금지, △ICT 기업들의 업그레이드 등 이용자 의존성 악용 방지 및 취
약점 보고 의무 등이다(Tiezzi, 2020.9.10.). 중국의 의도는 데이터 안보 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제안하여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에 대응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동 구상 발표 시 왕이 부장은 특정국이 ‘클린 네트워크’라는 명목으로 타국 기업들을 약탈하기
위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또한 EU의 GDPR, 미국 주도 CBPR,
클린네트워크 등 지역 차원의 규범을 넘어 국제사회에 데이터 안보 관련 포괄적 규범 제정을 제
안하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구상이다(CGTN, 2020.9.8). 특히, 중국은 중국보다 강도는 낮으나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거나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
질 등 주요 신흥국과 개도국의 지지를 유인하여 동 구상을 유엔 개방형 실무그룹(OEWG: Open
Ended Working Group), G20, SCO(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자논의체에서 문서화 작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3월 최종 OEWG 회의에서도 중국은 데이터 안보 규정의 포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최종보고서가

아닌

의장요약문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루었다

(A/AC.290/2021/CRP.2 & A/AC.290/2021/CRP.3).
러시아도 자국민 데이터를 국가주권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바,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은 2014년 12월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의 개인 정보는 러시아 영토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하였다. 동 법안은 당처 2016년 9월 1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예정
되었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 2015년 9월 1일자로 발효하였다(Gratchener, 2015). 또한 2019년
5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정부 검열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명한 바, 러시아는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강화하는 정책
을 강화하고 있다(Khayryuzov, 2020). 특히, 2019년 11월 「독립인터넷법」을 공포하여 러시아
통신회사 로스콤나드조르를 통해 해외 트래픽을 차단하여 순수하게 러시아의 독자적인 인터넷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기존 유엔 및 SCO 등 지역·글로벌 협의체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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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기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특히 미·서방과 대립 구도를 유지하는 맥락
에서 중·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장관은 러·
중 외교장관회담(2020.9.11.)시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는 OEWG 회의 러시아 제안서에서 데이터 주권 이슈를 포함하는 등 관련 국
제규범 수립을 위해 중·러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러는 2020년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A/C.1/75/L.8/Rev.1, 26 Oct. 2020)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OEWG 주된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하여 통과하였다.

3. EU의 개인의 데이터 관리권 중시
유럽 시장에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의 독점 경향이 강해지면서 EU는 경제안
보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 유럽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경우
웹과 모바일을 합쳐 무려 91.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
터 이동을 제한하는 데이터 주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연합 인포맥스, 2018.4.24.). 한
편, EU 역시 데이터를 경제성장과 혁신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 원활한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과 함께 역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합해 데이터 이동 장벽을 허물고 총체적인 데이터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EU는 또한 EU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전략 채택(2020.2.), 독일·프랑
스의 EU 독자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인 Gaia-X 추진(2019.10.) 등 데이터 주권 강화 차원에서
자생적 데이터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단순 정책 페이퍼(policy paper)나 지침(directive)보다 강력하고 EU
회원국 전체를 직접 구속하는 GDPR(2018.5. 시행)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EU
IT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Carla, 2020). GDPR은 EU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
동을 보장하지만 자국민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외 이전 허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화하여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즉, GDPR는 엄격한 사생활 보호 기준을 충족
시키는 EU의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 없이는 EU 시민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역외
로 이전할 수 없게 하고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최대 2,000만 유로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
(administrative fines)을 부과하고 있다(GDPR 제83조 제6항).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사업단체),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등 12개국이 펑가를 마쳤으며 한국은
현재 최종 평가 확정단계에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1). 또한 영국항공, 구글이 GDPR
위반으로 적발되어 거액의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이 부과되었으며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유튜브도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보안뉴스, 2019.8.8.). 유럽이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중
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는 바, GDPR에서 명시한 데이터 이동권은 ‘시민주권’ 내지 ‘시민안보’ 차
원의 접근으로 향후 데이터 주권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김상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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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 디지털 주권 강화법안
-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17.6): ▲중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중국

중국 서버 저장 의무화, ▲데이터 해외 이전시 중국 정부의 안전평
가 의무화

러시아

- 개인정보보호법(19.5):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는 현지 DB에 관리, ▲
DB 위치는 당국에 신고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18.5): ▲데이터 관련 개인의 이동권 ·

EU

삭제권 법제화, ▲EU 역내에서 데이터의 자유 이동 보장, ▲EU 시
민의 데이터 해외 이전 제한(적정성 평가 통과시만 가능)

미국

-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12.2):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
강화

일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7.5): ‘익명으로 가공한 정보’ 개념 도입을 통해
사생활 보호 수준 강화

출처: 필자 작성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
미·중 무역 분쟁 및 화웨이 갈등의 이면에는 데이터 안보 이슈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바, 향후 미중 경쟁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데이터 패권 경쟁으로 진화·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중은 자국의 데이터 수집 등 총체적인 데이터 확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외국 정부기업에 반출되어 자국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데이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력 확
보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 기술경쟁에서 빠른 속도로 도전해오고 있는 중국을 적극 견제할 것
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보다 정부 R&D가 뒤쳐져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신기술 안보 전략을 민관협력을 기조하에 재정비하고 있다
(Analytic Exchange Program, 2018).
데이터의 ‘자산화’ 맥락에서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이슈는 이중성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로, 실질적으로는 자국·자국기업의 데이터 확보는 강화하면서 타국·타국기업
의 데이터 이전·유치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미·중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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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부합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수립을 추진하여 미·중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다만, 보호주의를 강력히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과 상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바, 바이든 신정부 출범 시
상기 이슈 관련 정책적 조정이 주목되는 바, 특히 데이터 활용이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하는 연방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Atkinson, 2020). 한편, 일본이 오사카트랙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일본이 미국 대신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유사입장그룹 및 ‘Five Eyes’ 등 우호그룹을 통해
이슈를 주도할 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박세진, 2019.8.30.). 중국 및 러시아의 대응 역시 데이터
안보, 데이터 주권 이슈를 중·러 공조하에 SCO, OEWG 지역·다자협의체에서 규범화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서방 진영 간 마찰 가능성 상존
GDPR 등 EU의 공세적 미국 IT 기업 규제에 대해 미국은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향후 양측의 갈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Shapiro, 2020). 실제 데이터 주권 확보
를 명분으로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과징금 부과, △디지털세 추진, △반독점법 적용 등에 대해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관세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GDPR 발효 이전부터 이미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EU·미국 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체결하여(2016.8.) 데이터 전송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였다. 그러나 이후 유럽사법재판소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프라이버시 쉴드 무력화 판결(2020.7.)로 인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에 EU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
령을 내린바 있다(Case-311/18, 16 July 2020). 동 판결로 인해 EU내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EU 간 새로운 적정성 평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Steinberg, 2020). 영국 또한
Brexit 이전 적정성 평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미국, 영국, EU 등 서방 국가 간 데이터
안보에 대한 공조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urges Salman LLP, 2020).
미국과 EU 간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마찰은 데이터 주권을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안보 가치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이는 클린
네트워크 및 신기술 패권 경쟁의 경우 EU의 포지션이 기후변화, 보건, 인권 등 다른 신안보 분야
의 경쟁 구도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5G의 안보적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중국 화웨이 부
품·기술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클린 네트워크’나 ‘프라하 제안’(Prague Proposals) 프
로세스에 대해 EU는 원칙적 공감대를 표명하면서도 EU의 공동 정책을 강조하고 독자적인 5G
사이버안보 툴박스(EU 5G cybersecurity Toolbox)를 강화하는 입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
으로 평가된다(Oerte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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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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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규제권 →
출처: 필자 작성

3. 자유무역과 국가안보의 충돌·조정
데이터 이전과 현지화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은 통상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기존 디지털 교역 분야 관련 통상 협정에서 데이터 주권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 해외이전과 서버
현지화 요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다자 간 논의, △자유무역
협정(FTA) 포함 항목으로서 양자적·지역적 논의, △디지털 교역 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협정
체결 논의에서 상기 이슈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체결·발효되었거나 진행 중인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2018.12.30. 발효),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2020.7.1. 발효),
미·일 디지털 통상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2020.1.1. 발효),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국간 체결 절차 진행 중) 등에서
두 이슈에 대한 원칙과 예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통상협정상 데이터 주권 이슈는 통상협정의 국가안보 예외에 포함되는 정보 관련 조
항이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데이터 이전의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금지가 상기 통상협정에서 원칙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제반 통상협정상의 일반적 예외와 국가안보 예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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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를 위하여도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EU의 GDPR도 전문에서 GDPR
이 국가안보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문에 규정함은 물론 별도의 국가안보 예외조항
이 도입되어 있는 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EU도 보호의 예외로 국가안보
를 들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향후 구체적 예외와 협정 전체 예외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은 물론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문언을 구체화하는 등 통상협정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재민, 2020). 더욱이 국가안보 예외의 경우 비교적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관행인 바, 따라서 향후 국가 간 이견 조율과 이해관계의 균형 달성이 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보 예외 역시 일정한 충돌·조정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Bolkan, Daria & Bahri,
Amrita, 2020).
2차 대전 후 형성된 자유무역레짐과 국가안보에 기한 무역규제레짐은 각 레짐의 출범 후
수십 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왔지만 최근 레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안보 분야가 부상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무역간의 갈등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욱이 데이터 주권 갈등의 경우 그 양상이 미·중 간 진영 갈등은 물론 미·EU, 한·일 간 진영
내 갈등 역시 증폭되고 있어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의 갈등 구도는 복잡하게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된다(Prazers, 2020).

Ⅴ. 맺음말
현재 데이터 주권 논의는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디지털 강국들은 데이터 주권을 단순 산업경쟁력 차원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안보 맥락에서
조망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주권 경쟁은 기존 지정학적 미·중 경쟁은 물론 기술 선진국 사이에
서도 갈등 이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리와 명분을 조화시킨 한국의 입장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데이터 뉴딜 정책 등 데이터의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실
리적 목적과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간 실용적 균형 모색을 통한 일관된 정책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주권의 과도한 강조는 지양하면서 EU 사례를 참조, 시민주권의 강화 등 민
주주의 원칙의 강화라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CBPR 및 클린 네트워크, 중국
의 글로벌 안보 구상, 일본의 오사카트랙 등 각 구상과 관련 주도국이 적극적·공세적으로 지지
요청을 제안할 것인 바, 각 구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Tufts University Gross Data Product, 2020)으로서 한국의 국익
에 부합하는 디지털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규범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규범형성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쟁점별 규범·정책·기술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간 조율이 중요한 바, 워킹그룹 형태라도 부처 간, 전문가그룹 간 관련 협의체를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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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도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사이버, 우주, LAWS 등 UN 및 다자협의체의
신안보 관련 규범 형성 논의에서는 규범·정책·기술 전문가 간 하위 실무 그룹(Sub-WG)를 조
직하여 이슈 간 분절적인 논의를 방지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기존 사이버안보 협의체에 상기
워킹그룹 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데이터 안보 및 데이터 주권 이슈는 국가 간 동맹·파트너십의 지정학적 안보 차원으
로 발전하고 있는 바, 사이버·디지털 외교라는 관점에서 접근, 양자·지역·글로벌 연대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Five Eyes나 EU의 사이버외교(Cyber Diplomacy)
의 경우 외교기제로서 상기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안보 이슈에 대한 연대외
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 규범, 전략·정책, 기본 입장 등을 담은 정
책문서를 만들어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디지털 외교의 경우 해
당 의제의 포괄적·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현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 조직·부서를 확대조
정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 정비 이전에라도 관련 부서에 실무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대응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은 급속히 증대될 것인 바, 한국의 실익과 연계된 데이터 주
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인식제고 등 국내적 차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 데이터의 보호와 자유로운 이전·유통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바, 이는 데이터 주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데이터의 적정 관리체제 구축에 좌우된다. 이를 위
해서는 정부·기업·개인 등 데이터 주권의 이해관계자 간 데이터 안보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이익 환원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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