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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o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의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토분야의 내용은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교통ㆍ물류산업을 육성
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 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국토종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10조제2호의2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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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o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
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o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o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o 위치정보사업자가 경보발송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안 제32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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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8. 4. 24.)

▶ 소관부처 : 특허청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허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우선심사의 대상에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을 추가함(제9조제2호의2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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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매크로 등 컴퓨터프로그램과 기타 방법을 통해 포털 네이버의 댓글, 추천 등을
입력하여 여론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일명 ‘드루킹 사건’이 발생함
-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작 과정에 600여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 등의 순위조작을
했다고 함
o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o 그러나 현행법은 댓글 등의 여론조작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주요내용
o 대여ㆍ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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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국민 중 인터넷 이용자 비중이 80% 이상에 이르고,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90% 이상이 언론정보 습득의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정보통신망이 우리 사회의 정치ㆍ경제ㆍ문화ㆍ안보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커졌음
o 그런데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기사의 조회수ㆍ
검색순위ㆍ댓글순위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
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제72조제1항제1호
신설,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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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정보
통신망 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o 가짜뉴스, 악성댓글에 이어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임
▶ 주요내용
o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 교사자도 동일하게 처벌
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
- 또한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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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조직적ㆍ반복적ㆍ악의적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의 폐해가 극심함
o 그러나 현행법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포털사업자 역시 댓글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8조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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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4.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의 혹은 ID를 이용하거나 정해진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인터넷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확한 여론 형성 등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의 법리 적용은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o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
제5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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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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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o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ㆍ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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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o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나 조회수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o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3 신설)
o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
o 누구든지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ㆍ삭제하는 등의 조작(造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작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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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8. 4.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게시판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o 그러나 포털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게시판 중 기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ㆍ작성
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글로벌 포털업체인 구글 및 MSN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내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사 제공 게시판은 댓글의
내용 및 순위 조작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해당
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
제70조의3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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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4.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허위의 사실을 진실된 정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정보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타인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ㆍ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o 누구든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정보의 확산에 기여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o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o 가짜정보의 유통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음(안 제16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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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
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o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경우 정보를 파기
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1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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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o 우리나라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 또한 40대에서 20대 연령층에서는 90% 이상이 언론정보 습득의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
하는 등 인터넷 뉴스 등은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o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ㆍ검색 순위ㆍ댓글 순위ㆍ추천
순위 등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이 같은 문제는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ㆍ검색 순위ㆍ댓글 순위ㆍ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2조의8제1항 신설, 제252조의2 신설)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작되었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2조의8제2항ㆍ제3항 신설, 제261조제3항제5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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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에는 가짜뉴스,
매크로 임의 조작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
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2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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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ㆍ수급자ㆍ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현재 정보격차해소교육이 정보통신 기기ㆍ서비스의 기본적인 이용 방법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보호대상아동ㆍ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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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배후로 공직자의
배후교사 의혹 등이 제기됨
o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청렴한 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윤리로, 공직자가 선거 및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에 참여할 경우,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음
▶ 주요내용
o 공직자의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특정 게시글에 대한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의3 및 제86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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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 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작년 12월 발표된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받아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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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산업혁명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드론ㆍ무인로봇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o 한편 현행법의 경우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작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취득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유해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ㆍ
보건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주요내용
o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작업에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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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8. 4.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
하면서 내용 등의 수정이나 자의적인 기사배열이 가능한 상황임
o 그런데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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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는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배열의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ㆍ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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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여 편집권과 자의적인 기사배열이 가능한 상황임
o 하지만 일부 포털 사이트의 기사편집과 배열, 댓글 조작 등이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신설함 (안 제10조제1항, 제2항)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10조제3항)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함
(안 제10조제5항)

o 제10조를 위반하여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행 2천만원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에 관한 「형법」 제232조의2
형량에 준함)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개정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40조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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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4. 2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
하도록 하고,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준수 의무를 부여
하고 있음
o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지역신문 및 지역
방송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언론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o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공개하여 이용행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양질의 신문기사가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ㆍ연령별ㆍ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
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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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4.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여론조작 의혹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등 인터넷 상의
기사, 댓글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o 포털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를 이용한 소위 ‘랭킹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음
- ‘랭킹뉴스’는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여론조작 및 댓글 공작의 창구로 변질되었음
o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에 대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 경쟁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기사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댓글
순위(이용자가 기사를 열어본 횟수, 댓글의 정보 또는 많고 적음 등에 따른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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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2018.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P2P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의 관리ㆍ감독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규제의 틀에 P2P금융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IT기술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P2P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내용
o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안 제4조 및 제5조)

o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연계대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연계대출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19조)
o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투자계약
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26조)
o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
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1조)
o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3조 및 제34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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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o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27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7 (April 2018)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4.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
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융복합헬스케어기기”란 헬스케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함(안 제2조)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며,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
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o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표준화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o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 인증을 통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o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관련 정책 지원, 인증,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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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약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해 발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들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제한
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숙박, 음식점,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사업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ㆍ공급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억원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통한 펀딩
금액을 동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을 1천만원으로, 연간 총 누적
투자금액을 2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투자여력이 되는 투자자의 경우까지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자를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7조의10)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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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시설로서 2012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에 5,914개(2016년 기준)가 개관 중임
o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운영환경은 공간의 제약성, 운영 인력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환경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점점 높아
지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을 기존의 수기 또는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하던 방식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요내용
o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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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별표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전자문서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o 한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 직접 연결 방식을 기반으로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역시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및 안 제4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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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거래소 해킹 등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이상, 현행법상의 규제공백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방관할 수는
없는 실정임
o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거래 양상이 금융상품 거래와 유사하고 특성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어 공정위 단독으로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할 경우
전문성 부족이 우려됨
▶ 주요내용
o 다른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고객의 재산을 다량 보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업자에게는 망분리 등 자신이 보관하는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ㆍ
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o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6조)
- 이 때, 보안수준이나 거래소로서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32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7 (April 2018)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공인전자서명은 그것이 있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되는 등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보안성이 높고 위조가 어려워야 함
o 따라서 구성원 간 직접 연결 방식을 기반으로 각각의 정보가 저장된 블록이 사슬처럼
연결되는 분산화된 정보 처리 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을 공인전자서명에 활용하는 경우,
암호화된 정보가 분산 저장된다는 점에서 보안성이 높고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
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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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여전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부재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창업자들이 자금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등 로봇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임
▶ 주요내용
o 지능형 로봇융합을 지능형 로봇과 기술ㆍ서비스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o 지능형 로봇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ㆍ
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ㆍ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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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4.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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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018. 4.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ICT 기술의 발달로 전화가 아닌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시장(일명 택시호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다만, 기존의 제도로 규제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 특히, 해당 앱을 이용하여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문제(단거리 승차거부)와 택시
호출앱의 유료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택시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o 택시 호출앱이 택시운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간 별도의 업역이나
제한없이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민들 누구나 이용가능한 택시운송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내용
o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2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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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화재 등 긴급한 재해ㆍ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격적인 구조 및 진화 활동에
앞서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o 그런데 현행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제한되는 비행제한공역 등에서 무인비행
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구난ㆍ구조 활동의 긴급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
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에 관한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재해ㆍ재난 시 무인비행
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4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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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하원,
컴퓨터 무단침입 처벌 법안 가결 (2018. 3. 27.)
조지아주 하원에서 타인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허가 없는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됨 (2018. 3. 27.)

▶ 개요
o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SB 315)이 조지아주
하원을 통과함
- 하퍼(Hopper)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8년 3월 27일 하원에서 찬성 107표,
반대 63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4월 5일 주지사에게 제출될 계획
- 4월 중 주지사 서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o 조지아주의 크리스토퍼 카(Christopher Carr) 법무장관은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컴퓨터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과 관련된 법안을 갖추지 않은 주가 현재 조지아 주를 포함
하여 3개 주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
o 그러나 인터넷 권익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동 기관의 조지아주 부설 단체인 EFGA(Electronic Frontiers Georgia)와 함께 주지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o 허가 없이 의도적으로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사람은 컴퓨터 무단
접근죄에 해당함
- 컴퓨터 비밀번호 유출이나 비허가 컴퓨터 접근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최대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o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가족 구성원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경우
-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legitimate business activity)’1)을 목적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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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허가 컴퓨터 접근을 방지하고 탐지할 목적으로 설계된 ‘능동적 사이버보안 방어 조치
(cybersecurity active defense measures)’를 하는 경우
o 연방법인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 법안》(Computer Fraud and Abuse Act)에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데이터 손실이나 탈취가 없는 경우라도 네트워크나 컴퓨터에 무단
접근하는 것을 불법으로 인정한다’는 조항2)을 계승
o 이번 법안은 보안 연구자들의 보안 위협 식별 활동과 공개 행위 자체를 위법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해 찬성파 의원들은 법 조항에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이나 ‘능동적 사이버 보안
조치’ 등의 문구가 반영되어 보안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
▶ 전망
o 동 법안에서는 화이트해커와 같은 보안 연구자에 의한 컴퓨터 접근이나, 컴퓨터 접근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행위를 불법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보안 업계의
반발이 예상됨
※ Reference
http://www.legis.ga.gov/legislation/en-US/Display/20172018/SB/315
http://www.onlineathens.com/nationworld/20180327/georgia-lawmakers-pass-bills-on-online-snooping-free-speech-bail
http://www.securityinfowatch.com/article/12405125/georgia-computer-intrusion-bill-threatens-security-research
https://statescoop.com/georgia-cybersecurity-research-bill

1) 조직 내외부의 시스템 관리자가 유지 보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컴퓨터에 접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음
2) 미 연방법전 18편 1부 47장 1030절(Title 18 Part I Chapter 47 § 1030- 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onnection
with computers) 제(e)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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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산관리국,
연방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ICAM 정책 발표 (2018. 4. 6.)
예산관리국이 ICAM을 활용해 연방정부의 IT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연방기관에 ICAM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설립과
셰어드서비스 채택 등을 요구함 (2018. 4. 6.)

▶ 개요
o 예산관리국(OMB)이 연방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ICAM(Identity, Credential, and
Access Management)1)의 엄격한 시행을 요구하는 정책 초안2)을 발표
- 동 정책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디지털 인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ICAM의
시행을 총괄할 담당부서의 설립 및 ICAM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셰어드서비스
(Shared Services)3)의 채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예산관리국은 웹호스팅 서비스 깃허브(Github)나 연방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실
이메일을 통해 동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
▶ 주요내용
o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사이버보안 증진 활동을 위해 ICAM의 효율적 시행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연방기관들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디지털 인증 가이드라인(SP
800-63)4)의 접근방식과 원칙을 활용하는 한편, 신원인증에 관한 국토안보 대통령훈령
제12호5)를 준수해야 함
- 연방기관은 ICAM 정책과 절차, 기술 솔루션을 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ICAM 담당
부서를 설립하여 ICAM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1) 신원관리, 자격증명, 접근제어를 관리ㆍ구현하기 위한 도구, 정책,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미국 정부의 인증 기법
2) Strengthening the Cybersecurity of Federal Agencies through Improved Identity, Credential, and Access Management
3) 보안ㆍ인증, 이메일 등 정보시스템의 공통되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들이 공유하는 서비스로 운영 효율화와
비용절감, 보안관리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
4) 디지털 인증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공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IT 시스템과
통신하는 이용자에 대한 원격 인증방법과 신원증명, 등록, 관리절차, 인증 프로토콜 등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함
5)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HSPD) 12. 2004년 8월에 제정된 행정명령으로 모든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개인 신원인증에 사용될 공통적인 물리적 출입통제 및 신원검증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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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방기관들은 ICAM 솔루션의 중복이나 단절이 없도록 ICAM의 기능을 조화롭게 구현
해야 하며, ICAM 구성을 현대화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함
- 각 연방기관은 솔루션 중복을 줄이기 위해 ICAM 서비스에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채택해야 하며, 오픈 API와 상용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상호 호환이 가능한
ICAM 서비스를 도입해야 함
o 연방기관들은 ICAM 기능의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셰어드서비스를 채택해야 하며,
상시적 진단 및 해결(CDM) 프로그램6)을 활용해 신원자격증명관리 기능을 갖춘 상용
제품의 조달과 구축을 촉진해야 함
-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민원 처리의 신뢰성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ICAM 셰어드서비스를
채택하여야 함
- 이 때, NIST 800-63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7)에 부합하는 한편, ICAM 셰어드서비스의
보안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솔루션과 연동 가능한 셰어드서비스를 채택해야 함
o 상무부, 연방총무청(GSA), 인사관리처(OPM), 국토안보부는 디지털 인증의 관리와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총괄해야 함
- 가령 국토안보부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시스템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R&D를 필요로 하는 등 기술 격차와 관련된 과제 해결을 위해 여타
연방기관 및 민간 분야와 함께 디지털 인증과 관련된 R&D 활동을 조율해야 함
▶ 평가
o IT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ICAM은 연방
기관 사이버보안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미국 정부는 2015년 연방관리처 해킹 사건
이후 더욱 엄격하게 ICAM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국의 이번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
※ Reference
http://www.executivegov.com/2018/04/omb-seeks-to-advance-federal-cybersecurity-through-proposed-icam-policy/
https://www.cyberscoop.com/omb-identity-management-memo/
https://policy.cio.gov/identity-draft/

6) Continuous Diagnostics and Mitigation Program. 국토안보부가 연방총무청(GSA)과 함께 연방정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공급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부기관의 제품 구입 시 품목의 보안 및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음
7) 신원검증, 등록, 인증자, 관리 프로세스, 인증 프로토콜 등의 디지털 인증절차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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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청,
환자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 실행계획 발표 (2018. 4. 17.)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의료기기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기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기기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환자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 실행계획을 발표 (2018. 4. 17.)

▶ 개요
o 미국 식품의약청이 환자 보호 및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 실행계획1)을
발표함
- 5대 실행계획은 ▲의료기기 안전평가시스템 강화 ▲시판 전 위험경감 조치 관련
규제 간소화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대를 위한 혁신 고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의료기기ㆍ방사선보건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
구조개편임
▶ 주요내용
o (의료기기 안전평가시스템 강화) 의료기기의 감시와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기술국가
평가시스템(NEST)2)이 의료기기의 안전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탐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추가 기금 투자를 요청3)
o (시판 전 위험경감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규제 간소화) 현재 식품의약청은 시판전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특별규제4)를 통해 위험경감조치를
취할 것을 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규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 제정이 필요해
위험경감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의약청은 특별규제가 아닌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등, 위험경감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1) Medical Device Safety Action Plan: Protecting Patients, Promoting Public Health
2) National Evaluation System for Health Technology. 임상시험기록, 전자의료정보, 의료청구기록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실제임상근거 기반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3) 의료기술국가평가시스템 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정해진 의료기술국가평가시스템의 기금 규모는 연간
600만 달러이나, 동 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려면 4,000~5,000만 달러의 자금이 요구된다고 밝힘
4) Special Control. 일반규제(General Control)만으로는 안전과 효능을 확신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규제로 각 제품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라벨 부착, 판매 후 감시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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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대를 위한 혁신 고취) 기존에 출시된 기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등
혁신을 창출하는 업체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계획
o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의료기기업체에 제품 설계 단계부터 추후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추가를 요구하고, 시판 전 허가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물자표5)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또한 민간협력기관으로 사이버의료안전분석위원회(CyberMed Safety Analysis Bord,
CYMCAB)를 새로 창설해 의료기기의 취약점 평가 및 보고를 지원하고 의료기기의
위험 완화방법을 검토하며 의료기기 안전 관련 법적 분쟁의 중재 역할 등을 수행
하도록 할 계획
o (의료기기ㆍ방사선보건센터의 구조개편) 의료기기의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기기ㆍ방사선
보건센터의 시판전 평가조직과 시판후 감시조직을 통합해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의료기기 안전 추구
- 기존 조직체계는 진화하는 의료기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에 한계를
보이므로, 조직간 통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의료기기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 전망
o 식품의약청은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업체들은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제품
안전성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Reference
https://healthitsecurity.com/news/reducing-cybersecurity-vulnerabilities-part-of-fda-action-plan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18/4/device-safety-fda-action-plan-details-upcoming-fo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694364/Life+Sciences+Biotechnology/FDA+Announces+Plans+To+I
mprove+Safety+And+Advance+Innovation+Of+Medical+Devices
https://www.fda.gov/downloads/AboutFDA/CentersOffices/OfficeofMedicalProductsandTobacco/CDRH/CDR
HReports/UCM604690.pdf

5) Software Bill of Materials. 의료기기의 구성요소와 해당요소의 위험요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사용자들은 물자표를 통해 보안 위협이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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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안전 기준 지침 발표 (2018. 4. 4.)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가 주요기반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해 PDCA 방법론에
입각한 안전 기준 지침을 발표함 (2018. 4. 4.)

▶ 개요
o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 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가 ‘제17차 사이버보안전략본부’ 회의를 통해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안전 기준 지침》1)을 발표함
- 지침에 주요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계획에서부터 개선에 이르는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각 단계별 검토 및 실행 사항과 프로세스 도입 시의 주요 고려 사항을 기술함
- 이번 지침은 2017년 4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가 마련한 ‘주요기반시설 정보보안 대책에
관한 제4차 행동계획‘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8년 1월~2월까지 실시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되었음
▶ 주요내용
o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규정으로서 PDCA 사이클2)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했으며, PDCA 방법론 도입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o 주요기반시설의 경영진은 PDCA 사이클 방법론에 입각한 정보보호 대책을 추진 시
필요한 자원(예산ㆍ조직 체계ㆍ인재 등)의 지속적인 확보와 적절한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경영진은 정보보호 위협 대응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사업에 미친 효과와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필요 시 정보보호 위협 대응 전략 재검토를 위한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이 때, 정보보호 위협 대응을 위해 내각사이버보안센터가 제시한 ‘기업 경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대응 방안3)’과 ‘사이버보안 경영 가이드라인’4)을 참고하여야 함
1) 重要インフラにおける情報セキュリティ確保に係る安全基準等策定指針
2) PDCA 사이클(Plan-Do-Check-Act Cycle). 사업 활동에서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로,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의 4가지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는 프로세스. 미국의 William Edwards Deming, Walter Andrew Shewhart 등의 학자들이 개발한 사업 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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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기반시설 사업자들은 ‘주요기반시설 운영 보장 방안에 기초한 위협 평가 안내서5)’를
참고해 정기적인 정보보호 위협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보호 위협 변화가 주요기반시설
서비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야 함
o 주요기반시설 운영사업자는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 대응 방침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비상 사태 대응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복구 대응 방침과 절차 등을 정한 ‘사업 지속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계획 수립 시에는 이 지침의 [별첨 3]에 언급된 사이버 공격 위협의 특성6)과 각
특성별 대응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함
o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사전 징후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세 및
PDCA 사이클에 근거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보보호 위협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주요기반시설 사업자들이 각자 내부적으로 감시 구조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o 주요기반시설 사업자들이 PDCA 각 단계별로 정보보호 대책 수립 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항목은 아래과 같음
① (계획 단계) 조직 내외부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 당사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 등 조직의 정보보호 대응 현황 파악
- 정보보호 방침 및 조직 역할에 대한 책임ㆍ권한 할당과 경영진 의견 반영 등 최고
경영진 주도 하의 정보보호 대응 전략 수립 및 정보보호 리스크 평가/대응 결정/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각각에 관한 개별 방침ㆍ대응 계획 수립
- 정보보호 대응 자원 확보, 인재 육성ㆍ보안의식 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지원 활동 강화
② (실행 단계) 정보보호 대책 도입과 운용, 주요기반 서비스 장애 대응 및 보안 사고에
대비한 연습ㆍ훈련 실시 등의 대응 과제 실행
③ (평가) 정보보호 활동 현황 모니터링 및 감독, 경영진 검토
④ (개선) 시정 조치 및 지속적 개선
3) 企業経営のため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考え方. 2016년 8월에 작성.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해 기업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를 제공한 문서
4)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経営ガイドライン. 경제산업성과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공동 작성한 문서로,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리더십 하에 사이버보안 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문서. 2015년 12월에 최초로 공개
되었으며, 최신판은 2017년 11월 개정 2.0 버전
5) 重要インフラにおける機能保証の考え方に基づくリスクアセスメント手引書. NISC가 2018년 4월에 공개한 안내서로, 주요
인프라의 서비스 운영 지속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들의 사전 준비 내용, 위협 대상 평가 정의/방침/평가 순서 등을 기술한 문서
6) 이 지침 [별첨3]에서는 사이버공격 위협의 특성으로 ▲공격자 존재와 다양한 공격 목적 ▲공격 기법의 고도화 ▲
급속한 피해 확대와 연계된 추가 공격 가능성 ▲집요한 공격이 실행될 가능성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실행될
가능성 ▲탐지가 곤란한 공격이 실행될 가능성 ▲잘못된 판단과 처리를 유발시킬 공격이 실행될 가능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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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o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그동안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내각사이버보안센터를 중심
으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문서와 가이드라인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실행 가이드 문서의 성격을 지님
※ Reference
https://www.nisc.go.jp/active/infra/pdf/shishin5.pdf
https://www.nisc.go.jp/active/infra/siryou.html
http://www.security-next.com/09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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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전략 발표 (2018. 3. 29.)
마크롱 대통령이 인공지능 국가전략인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1)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인재 육성과 정부 데이터 개방,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함 (2018. 3. 29.)

▶ 개요
o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AI for Humanity Summit’에서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AI 연구에 15억 유로(약 2조 원)를
투자하기로 함
- AI를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 윤리적 혁명으로 평가하고, 프랑스에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번 전략은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국회의원 세드리크 빌라니(Cedric Villani)가
발표한 AI 보고서2)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AI 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AI 전문가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AI 혁명은 전례 없는 기회이자 막중한 책임을 요하며, AI가 가져올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AI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함
o 프랑스의 AI 생태계를 육성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연구에 7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 5년 간 총 1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소(INRIA3))를 중심으로 4~5개의 관련 연구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AI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국가 AI 프로그램을 수립
- AI 분야의 연구자와 학생 수를 두 배로 확대
1) AI for Humanity: French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 《For a Meaningful Artificial Intelligence: Toward a French and European Strategy》. 2018년 3월 발간된
보고서로 데이터 정책의 개발, 보건〮◌
ㆍ환경ㆍ교통ㆍ보안 분야 등 육성, AI 연구 활성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친환경적인 AI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3) INRIA: 佛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英 French Institute for
Research in Computer Science and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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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단절되어 있는 정부와 산업계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자들에게 업무시간의 최대 50%까지 민간 기업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
o 향후 의료ㆍ교통ㆍ농업 등의 산업계에 정부가 보유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해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계획
- 그러나,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데이터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유럽의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함
o AI가 가져올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 독립적인 AI 국제전문가 그룹4)을 창설하는 한편, 교육과정에 AI의 투명성과 공정한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미래의 시민들이 AI로 인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o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스타트업 국가’를 표방하며 AI를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프랑스의 유치 노력으로 최근 삼성전자,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랑스 내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o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한 발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AI 허브를 목표로 한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프랑스도 글로벌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전망
※ Reference
https://www.aiforhumanity.fr/en/
https://techcrunch.com/2018/03/29/france-wants-to-become-an-artificial-intelligence-hub/
https://venturebeat.com/2018/03/29/french-governments-new-ai-strategy-gets-a-boost-from-deepmindsamsung-and-fujitsu/
https://www.analyticsinsight.net/france-eyes-to-become-a-global-artificial-intelligence-hub/

4) 롤모델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모델을 제시.
해당 협의체는 1988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의 정부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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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
주요기반시설보호법안 가결 (2018. 3. 28.)
호주 의회가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내무부에 주요기반시설 보유 주체와 운영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각 사업자들이 보안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자산을
내무부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한 《주요기반시설 보호법안》을 가결함 (2018. 3. 28.)

▶ 개요
o 호주 의회에서 보안 위협 요인이 존재하는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시정 명령과 각
시설의 잠재적 위협 요인 파악을 위한 자산 명부 등록을 골자로 한 《주요기반시설
보호법안(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Bill 2018)》이 통과됨
- 이 법안은 2017년 12월 7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위협 대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2018년 3월 28일 상하원 의회를 최종 통과함
- 전력, 가스, 수도, 항만 등 주요기반시설 분야의 160개 사업자가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며, 통신망 및 관련 사업자들은 동 법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1)
o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더튼(Peter Dutton) 장관은 최근 호주에 투자하는
해외 자본이 늘어나며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위협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
o 이번 결정에 따라 호주의 주요기반시설 사업자들은 6개월 이내에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주요내용
o 내무부 장관에 시설의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2) 공개 및 행정조치3)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Ministerial directions power)을 부여
1)

통신 관련 법은 2017년 9월에 통과된 《통신및기타법제수정안》(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6)과 《통신보안개혁안》(Telecommunications Sector Security Reforms)에서
별도로 보안 준수 의무를 규정. 이에 따르면 호주 통신사업자들은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 접근과 개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안상의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의 변화에 대해 통신
사업자들은 미리 정부에 보고해야 함
2) 보안 관련 자산의 위치, 서비스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등
3) 본 법안에서의 행정조치에는 벌금, 강제집행(enforceable undertakings), 금지명령(injunctions)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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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위협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적인 수단(last resort)’으로서 주요기반시설 보유
주체 및 운영사에게 보안 시설 관련 정보 공개와 특정 업무 수행을 명령할 수 있음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행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ㆍ 주요기반시설에 대해 보안상 위협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ㆍ 정부-업계 간 협력을 통해 해당 주요기반시설이 자체적으로 위협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이어야 함
ㆍ 소속 행정 관할 주/준주의 현행 규제로 해당 시설에 사이버보안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함
- 행정조치 지시에 앞서 내무부는 호주보안정보국(ASIO)4)이 제출한 ‘보안 유해성 평가서
(Adverse Security Assessment)’5)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내무부는 해당 주요기반시설 사업자와 소속 행정 관할 구역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ㆍ
자문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안 위협 정도와 범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수준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내무부에 주요기반시설 보유 주체나 운영사의 보안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산에 관한 정보 리스트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수정 및 업데이트 해야 함
- 자산 등록 명부는 주요기반시설에 관여한 해외 자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평가
o 호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가 급증하며 중국 기업의 의회 로비 활동 등
자국 정치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었음
o 동 법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요기반시설 운영 주체
고유의 운영 권한과 경제적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산업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함6)
※ Reference
http://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legislation/bills/s1118_third-senate/toc_pdf/1728920.pdf;fileType=application%2Fpdf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3-28/chill-out-on-china-says-australian-gatekeeper-to-foreign-buyers
4)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첩보, 테러 등의 해외 간섭과 정치 소요 및 자국 방위 체제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호주 국가 보안 총괄 기구
5) 《ASIO 법안(ASIO Act)》의 35절(Section 35, ASIO Act)에 따르면 호주보안정보국(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은 국가나 개인의 a)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견해나
조언과 정보, b)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국가 행정조치에 관한 조언 등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따라 호주보안정보국은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위협 요인에 대해 ‘보안 유해성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음
6) 내무부가 행정조치 발동에 앞서 호주보안정보국(ASIO)로부터 평가서를 수령해야 하는 것과 행정조치 지시를 위한
세 가지 충족 조건 등은 정부에 의한 임의적 행정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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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ㆍ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