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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리소스를 제공받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확대
되면서 금융회사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9. 1. 1.
자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어가는 지금에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가 모두 정비되지 않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
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하고, 실무적·기술적으로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중요시스템
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
는 현행 법적 규제를 도입단계 규제와 운영단계 규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특성과 관련 사업자들의 관계, 실제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업구조에 따라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행 법적 규제
의 문제점과 공백을 살펴보고, 실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현실에 비추어 규제의 합리성
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관련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
였다.

주제어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 정보처리시스템 ∥ 망분리 ∥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인신용정보 ∥ 규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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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애
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리소스를 제공받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
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1)되었으나, 기존에는 전자금융
감독규정이 금융회사의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
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6. 10.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가 신설되어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지 않
고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한해 물리적 망분
리 등 규제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
용하여 해당 시스템을 전자금융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2019. 1. 1.자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1년 7개월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가 모두 정비되지 않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하고,
실무적·기술적으로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장
벽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중요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6. 6. 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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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미미한 실
정이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에서 실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
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제들을 살펴보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특성 및
실무와 이에 관련된 규제 취지,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 법규 및 규정 적용 체계
1. 규제 개괄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되
어야 할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
정보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또는 위수탁)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회사가 이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
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내지 제37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특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망분리 규제 등의 적용을 받기 때
문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2019.
1. 1.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위 망분리 규
제 등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금융회사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
용하려는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 등 일부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이
외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규제를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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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한다. 따
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클라우
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
정에 따라 감독기관에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
사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역시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9항은 “그 밖에 금융회사 또
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정보처
리 위탁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기관은 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위탁규정과 함께 ｢금융기관
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
다는 입장이므로2),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에는 정보
처리 위탁규정과 업무위탁 규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처
리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신용정보법령 및 신용정보업감독규
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개인정
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클라우드컴
2) 금융감독원은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위탁 규정과 정보처리 위탁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해설서”(2018. 3.),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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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팅 서비스 이용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정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규제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규제를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크게 1)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
제(이하 “도입단계 규제”)와 2)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적
용되는 규제(이하 “운영단계 규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계약 체결 및 금융감독원 사전 보고 절차가 중점이 되고,
후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 의무, 비상대응 및
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로 적용되는 규제이다. 다만, 사전 보고 절차에서
업무연속성 계획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운영단계 규제의 일정
부분이 도입단계 규제의 일환으로 포섭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관한 규제를 위와 같은 관점에
서 나누어 살펴본다.

2. 도입단계 규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절차는 크게 (1) 사전 준비, (2) 계약 체
결, (3) 사전 보고 및 이용 시작, (4) 이용 및 사후보고, (5) 이용 종료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도입단계 규제는 (1) ~ (3)의 절차에 적용된다. 이하
에서는 각각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규제를 나누어 살펴본다.

(1)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에 있
어 도입단계 규제의 핵심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금
융회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및 동조 제7항에 따른 금융
감독원장의 개선․보완요구권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이용 대상 정보

강현구·이상후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에 따른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117

처리업무를 확정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여야 하는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문언상 그 중요도 평가 기준은 자체적으로 수립
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1)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및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금융회사는 위 사전 보고 의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
고를 하여야 하고,4)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중요도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
상 금융회사는 위 두 경우에 관한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중요
도 평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2의2>의 항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서
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금융보안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보안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금융보안원에서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도입단계 규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금융
감독규정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2의3>
의 제5호에는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금융회

3)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① 처리 정보의 중요도 및 정보
위․변조․유출 시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② 업무 중단 발생 시 주요
금융 기능 이행 및 운영․법적․평판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③ 업무 중단이 금융회사의 수익
및 운영 비용에 미치는 영향, ④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타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 저해 수
준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⑤ 복구 목표시간 등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중요도, ⑥
운영, 개발, 테스트 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용도, ⑦ 고객 또는 사내직원 등 이용자 유
형에 따른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금융보안원, “금
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2019. 1., 15면).
4)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보고의
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금융감독원장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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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있어 위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
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결과 및 자체 업
무 위수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정
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한다. 따
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동조 제1항 제7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5-2>에 규정된 보안관리방안을 따라야 하는데, 이
러한 보안관리방안에는 계약 단계에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금융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
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2호는 금융회사
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 동의 없이 다시 외부주
문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시 해당 계약서에 위 규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보안관리방안5)의 사항
을 기재하도록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동조 제1항 제13호는 업무수행인력
에 대해 사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거나 또는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인
력변경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5-2>에 규정된
보안관리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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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법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저장
등 처리를 위탁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용
정보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야 하고, 신용정보법 제19조6) 제1항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
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 제3호에 따른 신용
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정보처리 위탁규정 및 업무위탁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9항은 전자금융
감독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위탁규정을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4조 제3항은 위탁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위탁 규정과 정보처리 위탁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
용은 업무위탁에 해당하므로 업무위탁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
준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 업무위탁규정은 <별표 3>에서 업무위수

6)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법 제19조가 준용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도 이에 따라 제3호의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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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기준을 정하면서 업무 위수탁 시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나열
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위탁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위탁자의 연대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준거법 및 관할법원(업무위수탁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등에 관
한 사항 등 업무위탁규정 <별표3>의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도 함
께 고려해야 한다.
정보처리 위탁규정 및 업무위탁규정의 내용은 문언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관
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규제와의 체계적 정합성, 금융감
독원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
는 내용을 강제하는 규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 제43조 제6
항에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용
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
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수탁자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책임 관계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에 관하여 외국법 또는 대한민국 법원 외의 재
판관할을 지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준거법 및
관할을 국내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로 기능하게 된다.

(4) 검토
도입단계 규제 중 금융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실제로 금융회사
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법률 검토 및
7)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2019. 1., 10면.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 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운영기준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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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금융회사의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계약서를 수정
하는데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스 제공자는 표준화된 양식 및 문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국
내 영업 조직과 법무 담당 조직의 소속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계
약서 수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운영단계 규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절차에서 운영단계 규제는 (4) 이용 및 사
후보고, (5) 이용 종료의 경우에 적용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건전성, 서비스 품질 수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4호에 따
라, 자체 보안성검토 및 정기(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5의3>에
규정된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합병, 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의 사유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에 중대한 변경이 발
생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중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자체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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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 사유, 관련 자료 및 대응 계획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6항), 금융회사
가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대응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통
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
련한 사고8)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데,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지체 없는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 서비스나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
려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4항, 신용정보
업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및 <별표 3>의 II. 3.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운영 과
정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
보법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또는 통신구간의 암호화 등 개인신용정보 안
전성 확보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8) ①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
우, ②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전자적 침해행
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고 금융회사에게 통지한 경우,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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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고려사항
(1) 클라우드컴퓨팅법
그 밖에,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 제1항
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
신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9)가 발생한 때, ②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③ 사전예고 없이 연속해서 10분 이상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
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와도
유사한데, 차이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사고 발생 시에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보고 의무를 지는 반면,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인 금융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따라서 본 규정을 활용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보고 의
무를 보다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사전
예고 없는 중단 사고의 기간에 대해 “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
우 그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중단 사고의 기간을 긴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상 기간보다 짧은 중단 사고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통지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9)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
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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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10)
하는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금융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 서
비스 제공자는 위탁관계가 발생한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법 제17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개
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11),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
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정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나 성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III. 현행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 규제의
이슈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1.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관계 이슈
(1)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특징과 분류
클라우드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
한 만큼을 사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인 운
영 및 보안 인력의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장성 및 안정성
과 무엇보다 비용에 있어 직접 전산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형태보다
유리한 이점이 있다.

10)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의 개념을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구)행정자치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 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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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로 분류되고 있다.12) SaaS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빌려 쓰는 것을 의미
하고, 구글 오피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PaaS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Platform)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개발자는 클라우
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제3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IaaS는 서버, 데스크
탑,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 자원을 빌
려 쓰는 형태이다. IaaS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초기 모델로 IT인프라 비용
을 관리하기 위한 형태의 서비스이다.13) 대표적인 IaaS 서비스로는 해외
의 Amazon의 ‘Amazon Web Services’(이하 “AWS”)와 Microsoft의 ‘Azure’,
국내에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있다.

(2)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법적 지위 이슈
1) 개요

규제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구분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의
실질적인 이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를 누구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SaaS를
제공하는 사업자 A가 있다고 할 때, A 역시 SaaS를 제공하기 위해 IaaS
사업자(예를 들어, AWS)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용자
가 A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IaaS 사업
12)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②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③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위와 같은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분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①은 IaaS, ②는 SaaS, ③은 PaaS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유우영·임종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2권 제2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337-3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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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SaaS 사업자인 A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PaaS의 경우도 마
찬가지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용자가 IaaS 사업자로부터 인프라를 직접
빌려 사용하면서, 이용자가 빌린 인프라 위에서 별도의 위탁사업자 B가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그룹웨어 등)를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B가 아
닌 IaaS 사업자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용자가 IaaS 사업자로부터 인프라를 빌려 사용하려고 하면서,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 사업자인 C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제공자는 누구로 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전문화
되면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14)(Managed Service Provider, 이하 “MSP”)의 등장과 그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많은 경우 MSP들은 IaaS 사업자와 파트너
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IaaS 사업자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대금을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IaaS 사업자에 지불하는 것까지를 사업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모델은 형식적으로는 MSP가 직접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이자 수탁자이고, IaaS 사업자는 MSP에게 인프라를 공급
하는 일종의 재수탁자가 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IaaS 사업
자에게는 규제 적용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가 Iaa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
는 최종이용자(이하 “금융소비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경
우 MSP와 IaaS 사업자가 모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로 평가되거
나, 적어도 MSP가 아닌 IaaS 사업자가 직접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
금융감독규정 등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강하게 규

14) 사업자에 따라서는 MSP가 아닌 리셀러(reseller)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할에 있
어 실질은 MSP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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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핵심적인 취지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 연속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있고, 그 취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IaaS 사업자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그 건전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IaaS 사업자의 경우 한번 선택하면 그 변경이 어
려운 편이지만, MSP는 비교적 변경이 수월하므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IaaS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스를 선택하게 되고, MSP가 누구인지는 서비스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전성
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도, MSP가 금융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 구조의 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구
조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MSP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구조를 설정하는 경
우, MSP의 재무적 위험에 따라 그 자산에 제3자의 압류 등이 실시되면
기 지급된 대금이 원래의 IaaS 사업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
회사는 서비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당 IaaS 사업자에게 대금을 이중 지
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MSP 등 중간 사업자에
게는 필요한 인프라의 관리 및 운영 등 매니징 서비스만을 특정하여 위탁
하고 그 업무에 따른 대금만을 지불하며, 인프라 이용에 관한 계약은
IaaS 사업자와의 사이에 별도로 직접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용 대금을 직
접 지급하는 구조를 고려하거나, MSP 자체에 대해서도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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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수립의 필요성

일반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면 AWS, MS, NBP 등
직접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사업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SaaS, PaaS, IaaS 등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고, 금융보안원의 가
이드라인은 SaaS, PaaS, IaaS 모두 규제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15)
또한, IaaS 사업자의 경우에도 MSP 등 중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사
업구조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적용 대상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질에 따라 금융회사가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 용도, 범위, 대상과 업무 연속성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최종 이용자인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조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실제 규제의 적용 범위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에 의해 참고할만
한 적절한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무적으로는, IaaS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MSP가 대
신 수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중단 등
의 사고 시 금융회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나, IaaS 사업자 또는 서비스 수준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 관련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사
전에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전환절차 등 출구전략
이행을 위한 서비스 등을 MSP가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
려할 때, MSP 등을 통해 I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MSP와 IaaS 사업
자 각각 또는 둘 중 하나만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로 보아 규제
대상을 파악하는 대신, 둘 모두를 일체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15) 금융보안원, 전게 가이드(2019. 1.),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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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각각의 업무 영역에 따라 규제를 나누어 적용하여, 각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것
도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MSP를 통해 I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IaaS
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인프라의 운영․보안을 담당
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클라우드컴퓨
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
팅 서비스 시스템의 안전성, 보안 등의 평가는 IaaS 사업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고 내지 동법 제21조의5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고의무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의 준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MSP와의 서비스 계약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 등
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6)도 MSP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가 IaaS 사업자와의 계약
에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계약 구조에 있어 규제기관의 입장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보고받고 평가함에 있어 적용하는 구체
16)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게약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사항
으로는, (1) 데이터 국외 처리시 해당 국가의 법적 의무사항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가이드
라인 56면), (2) 사고 대비인력의 국내 상주 및 접근권한 확보에 관한 사항(가이드라인 66
면), (3) 해외 정보 제공 관련 법령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가이드라인 67면) 등이 있
고,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의무(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7조, 가이드라인 67면)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특히
IaaS 사업자와의 게약에 반영하여 직접적으로 의무 준수를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MSP와의 계약을 통해 MSP의 모니터링 서비스, 상주 인력 등의 보조를 받아 해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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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과
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실무적으로는 MSP와 IaaS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I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SaaS 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있어 모든 계약 당사자가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유형 및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역할에 따라 그 책임과 규
제의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개선방안 검토

비록 법규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현재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서 명시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에 실무적인
계약 형태를 추가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현
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계약서 명시사항 중 금융회사가 MSP를 통해
IaaS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IaaS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17)에 명시할 것이 권고되는 사항과 MSP 사업자와의 계약에 명시할
것이 권고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 시 금융회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대
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나, IaaS 사업자 또는 SLA에 대해 중
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사전에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출구전략 이행 및 사고 대비인력의 국내 상주 및 접근권한 확보
등의 사항은 MSP와의 계약에 있어 명시사항으로 권고하고, 금융당국 및
내·외부 감사인의 현장방문을 포함한 조사 및 접근 수용 의무 등, 보안
관련 사항 등은 IaaS 사업자와의 계약에 있어 명시사항으로 구별하여 권
고한다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계약 당사자들과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17) 통상 금융회사와 IaaS 사업자와는 Enterprise Agreement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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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 정비 이슈
1)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규제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고, 각각
의 규제 사이의 관계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
비가 필요하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규제의 정비가 필요
한데, 현재 금융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는 클라우컴퓨팅 서비스 특성에 비추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
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5-2>에 규정된 보안관리방안에 의해 계약 및 수행 단계에서 용역사업 참
여인원을 금융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
나,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도
록 하는 방안 등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수많은 이용자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를 분산·저장·관리하며 필요
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정보가 이동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
용자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하므로 어떤 참여인력이 해당 금융회사의 정
보를 담당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클라우드컴퓨
팅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강제하기
는 실무상 어렵다. 또한, 해외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각 나라의 노동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는, 회사가 개별 직원으로부터 자
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강제로 징구하는 것이 위법적으로 평가
될 여지도 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에 위탁 처리되는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2의3>이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4>의
규정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특히 SaaS나 PaaS가 아닌 IaaS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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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체에 저장되거나 전송될 데이터를 사
전에 미리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마다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매번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
2) 개선 방안 검토

이러한 규제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
용이 배제된다는 총론적인 명문의 규정 내지는 개별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계약 체결,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서 특별히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절차
를 따르는 경우 일반적인 외부주문등의 입찰·계약·수행·완료 등 각 단
계별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18)
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적용의 배제가 어렵다면, 보안관리방안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사항의 경우 그 적용을 완화하
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금융회사의 사
전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담당하는 업무의 내
용에 따라 교체할 수 없는 인력 범위를 한정하거나, 적어도 일정한 경력
등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범위에서 교체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특성과 맞지 않
는 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사전 신원조회 실시 또는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인력변경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관리

18)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7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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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수립을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3호 및 앞서 살펴
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5-2>에 규정된 보안관리방안 중 개
별 인력으로부터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는, AWS등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당 인력
으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거나 인력변경시 인수인계 등 업
무수행인력 관리방안을 제출받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안관리방안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해당 인력이 원래 회사에 대해 제출하는 보안서약서로 갈
음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참여인력의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는
것19)도 가능할 것이다.

2.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구조 관련 이슈
(1)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들의 계약 당사자 이슈
1) 일반적인 문제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확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다른 요소
로는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구조가 있다. 글로벌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영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이다. 예를 들어, Amazon은
AWS에 관하여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 유한회사”를, Microsoft는 “한국마이
크로소프트 유한회사”를 각각 국내에 설립하여 국내 서비스 또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 따라서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19) 예를 들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3호 후단에 “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참여인력의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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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부대하는 특정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IaaS에 있어 사용자가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을 임대하면서 추가적인 모니
터링이나 보안관제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IaaS 사업
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IaaS 사업자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수
탁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계약 당사자에 관한 문제가 있다. 금융회사가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
의 국내 영업 조직과 접촉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계
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해외 본사이거나 SPC(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로 설
립한 법인을 포함하여 여러 당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
약서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그 계열사를 뭉뚱그려 마치
하나의 당사자인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
는 각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미리 검토하여 계약서상 개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지 등에 있어
하나의 수신처에 대한 통지로 상대방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적 측면에서의 검토

한편, 이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MSP와 IaaS 사업자, SaaS 사업자 등 다
수의 계약 당사자 이슈와 유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aaS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IaaS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IaaS 사업자의 계열사·관계사
인 별도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인이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4조의2 제1항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으
므로 이들 모두에 대해 건전성·안전성 평가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의2 제1항 각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는 계열사를 통한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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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앞서 검토한
MSP 등의 경우 별개의 법인으로서 별도의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가 설정됨에 비하여,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에 있어 건전성·안전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된 법인과 계열
사·관계사가 하나의 계약에 하나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규율되고,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열사가 주된
법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그 계열사·관계사가 당사자로
서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여러 법인을 하나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
공자로서 평가하더라도 주된 법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2의3>은 위수탁 계약서에 재위탁
관련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
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그
이행에 계열사·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책임의 주체가 되는 주된 법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는 금융회사가 건전성·안전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법인
을 책임에 있어 주된 법인으로 보고, 재위탁 관계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계열사·관계사 등이 계약 당사자로서 참
여하는 경우 주된 법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서에 포
함시키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2의3> ‘5.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에 ‘위수탁 계약 이행에 다
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면 금융회
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수 당사자간의 책임관계
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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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수준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및 책임의 제한
이슈
1) 문제점

통상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서비스
수준에 관한 계약, 즉 “SLA”도 함께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
계약은 제공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그 가용성, 안정
성 등과 그 평가 기준 및 해당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
책임 등에 관한 계약이다. 예를 들어, AWS로부터 컴퓨팅 파워를 빌리는
경우 “Amazon Elastic Compute Cloud”(이하 “Amazon EC2”) 서비스를 이
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Amazon Compute 서비스 수준 계약”이 적용된
다. “Amazon Compute 서비스 수준 계약”은 서비스 보수의 경우 월 대금
청구주기 동안 “지역 이용불가” 상태가 발생한 시간(분)의 비율을 차감하
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2018. 2. 12.자 “Amazon Compute 서비스 수준
계약”20)은 월별 가동시간 비율이 99.0% 이상 99.99% 미만인 경우 지불한
금액의 비율로서 10%의 “서비스 크레딧”을 지급하고, 99.0% 미만인 경우
30%의 “서비스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가동시간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서비스 크레딧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는, 이러한 서비스 크레딧의 지급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조치”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이다. 즉,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월별
가동시간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을 지지 않고 30%의 서비스 크레딧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이에 더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0) AWS의 Amazon Compute 서비스 수준 계약, 2018. 2. 12.자 참고, https://d1.awsstatic.com
/legal/AmazonComputeServiceLevelAgreement/Compute_Service_Level_Agreement-K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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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WS의 2019. 4. 30.자 “AWS 이용계약”21) “11. 책임의 제한”
은 “AWS 및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해당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어떠한 직접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일실이익, 수익, 고객, 기회 및 영업
권의 손실, 이용이익의 상실 또는 데이터 손실로 인한 손해 포함)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중요 서비스를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하다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백업․긴급 사고 비상대응훈련 등을 포함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은 저렴한 비용에 인프라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함부로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2) 개선 방안 검토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제2항과 계약상 면책 규정의 관계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최종 이용자인 금융소비자에 대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
는 구조를 예상해볼 수 있다.
21) AWS의 AWS 이용계약, 2019. 4. 30.자 참고, https://d1.awsstatic.com/legal/aws-customer
-agreement/AWS_Customer_Agreement-KO__2019-04-30_translation_UPDATE_on_2019-12-1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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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
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제
2항과 금융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상 면책 규정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러한 관계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상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22)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업무위탁규정 별표3은 ‘7.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에서 ‘준
거법 및 관할법원(업무위수탁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를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문언상 반드시 준거법을 한
국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융보안원
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도록 안내23)하고 있으나 이는
규제기관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일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거법을 지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융
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제2항은 민법 제75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진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
일한 형태의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
아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
결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마련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2) 예를 들어, AWS 이용계약에서 AWS는 국제사법을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제14조에서
Amazon Web Service, Inc.와의 계약 준거법을 ‘워싱턴주법’으로, 관할 법원을 ‘워싱턴 킹
카운티 주 또는 연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3) 금융보안원, 전게 가이드(2019. 1.),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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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라 그
면책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준거법
을 한국법으로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되어
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상 면책 조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개별적
교섭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
나,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이
아닌 외국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
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
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
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이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
호되는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전자금융거래법, 약관
규제법 등에 의해 금융회사에 부여되는 보호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있
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란 개념은 수동적 소비자에 국한되고
능동적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
서는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
여야 하고,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연인이
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24)
24) 이현욱,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와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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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목
적으로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국제
사법 제27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준거법을 한국법이 아닌 외국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
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있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설령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
공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서 면책되거나,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성장과 보편화에 크게 기여
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국민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국가 인프라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
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금융
회사가 법률적 불확실성에 의해 법적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
팅 서비스와 같은 발전된 IT 기술이 금융서비스 등 중추적 산업 영역에
진출하는 데에도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적어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가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운영 정책이나 가용성ㆍ안정
성에 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준거법에 있어 한국법이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
비스 제공자가 국내 진출을 꺼려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금융회사로 하여
금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로 작용
한 요건의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소비자원, 2018,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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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
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전자금융서비스에 비해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즉 현행 전자금융감독규
정 제14조의2 제3항 각호25)에 해당하는 경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규
제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스가 중단되는 경우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들도 피해를 입는 대규모 집단피해에 해당
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
공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 및 준거법 조항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26), 향후 금융
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널리 정착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법에서도 단순히 금융회사가 이용자 피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넘어 금융회사 및 국내 금융서비스가 입게 되는 신용 하락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 도입
이 논의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3. 중복적 규제 이슈
앞서 살펴본 규제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
한 사항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감독규정 <별

25)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정신동,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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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3>에 따른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과 업무위탁규정 <별표 3>
의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유사함에도 서로 다른 부분
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통할하여 규정하고 다른
한 쪽의 적용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의 경우 업무위탁규정 <별
표 3>의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에만 기재되어 있고 전자금융감독규
정 <별표 2의3>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오히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
스 사용의 경우 외국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
서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2의3>에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업무위탁규정 <별표 3>에 기재된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수시로 새로운 IT 자원을 추가하
고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추가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이
용하던 자원을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수탁 계약서에 미
리 명시하거나 기재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의 특성에 비추어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
정에 통할하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경우, 실
질적으로 그 보안에 관한 평가는 금융보안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게 되
는데, 같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 절차를 금융회사
별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적 절차 수행은
무익하므로, 향후 금융보안원에 의한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해 일정한 인증
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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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준수를 위해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적용
기준의 완화 필요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IT 자원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산센터에 비해 상당한 비용 절
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일
시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서버에 접속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
상되는 경우, 기존에는 일시적 이벤트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장비를
증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고, 장비를 증설하기 어렵거나 금융
회사의 예상보다 많은 접속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일시적인
접속 불능 현상을 경험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IT 자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이벤트
종료 후 그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는 관련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보
안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긴급 사고 비상대응훈련, 모의 해킹 등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전환․종료 절차에 대한 모의훈
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규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컴
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제24조 제
4항, 제37조의2 제6항 등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등에 따
라, 금융회사는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의 경우 이
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서비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신속하게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를 이용하는 관점에서는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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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별도의 유료 서비스27) 또는 MSP 등 제3자
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재해 복구, 취약점 분석․평가 등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거나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
고 있음에도, 기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하나의 데이터센터를
여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환경에서 긴
급 사고 비상대응훈련, 모의 해킹 등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전원차단 테스트, 데이터센터로의 모의 침투 테스트 등 일부 실질적
인 훈련․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최초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목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고,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이득이 해외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기업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발전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
들임으로써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
검토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인 비조치의견
서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무적인 범위에서 기존 규제를 완
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7) 예컨대, AWS는 지속적 데이터 복제, 무제한 재해 복구 훈련, 특정 시점으로 복구 및 자동
페일오버 및 페일백을 포함하는 CloudEndure Disaster Recovery 서비스를 별도의 유료 서
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https://aws.amazon.com/ko/cloudendure-disaster-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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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금융회사가 이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재해 복
구, 취약점 분석․평가 등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
수하거나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서비스의 중요도
에 따라 정기적인 재해복구 훈련이나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면제하거나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있어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라
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따
른 과도한 규제 비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표준
및 인증 제도를 활성화 한다면,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현재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
우 적용되는 규제의 현황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특성, 그에 따른 규
제 정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 등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금융회사와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 구조 및 내용을 지나치게 고착화
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맞
추어 즉각적으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그 장점으로 하는 클
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산업의 모습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
으로 규제가 정비되고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사업 구조와 금융서비스가 금
융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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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Us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by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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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Hyun Koo*·Lee, Sang Hoo**

With the recent expansion of the us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which
users receive and pay only as much computing power, database storage, applications
and other IT resources as neede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so begun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ory Regulation effective as of January 1, 2019, it
paved the way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utilize cloud computing services for thei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However, even now, one year after its implementation, all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opera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overhauled, raising various questions about how to consider various regulatory
risk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how to solve
regulatory barriers that do not meet the reality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practice
and from the technological perspective. Accordingly,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s wher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implemented the use and opera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for thei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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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mply with in the process of utilizing and operating cloud computing services are
divided into pre-regulation and post-regulation period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intends to use and operate cloud
computing service, the relationships of related businesses, problems and gaps in
current legal regulations that may arise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business structure
of the actual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and discusses ways to ensure the
rationality and practicality of regulations in light of the reality of the actual cloud
computing service, and the direction in which relevant regulations should move
forward.

Key words : Cloud Computing Services,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Network
Separation,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ory Regulati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Regulatory Barr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