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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7.)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14세 미만의 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o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제9조의5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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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 제안이유
o 인증 취득ㆍ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및 전자화
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기준ㆍ절차 및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표시 등 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조의2 및 제2조의3 삭제)
o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및 수신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신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를 온라인
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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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o 한편,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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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거래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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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2018. 7.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ㆍ선전ㆍ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ㆍ게재하는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음
o 하지만 현재 전자우편과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에 작성자가 정보
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의4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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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2018. 7.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왜곡되거나 거짓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
되어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조치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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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가짜뉴스의 확산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게시글 작성ㆍ조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o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가짜뉴스”라 함)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o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삭제 등의 요청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o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ㆍ
유통ㆍ배포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신설)
o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ㆍ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
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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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2018. 7.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으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o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원본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화,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범주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선택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가명처리”로 규정하고, 가명처리를 통하여 가공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o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이를 통하여 가공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 신설)
o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o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청의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
하되,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가명정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부터
가공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안 제38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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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열람 등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이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지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한편, 현행법에서는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아동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o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5항, 제22조 및 제75조제1항제2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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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알려진 댓글 조작사건들에서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I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정황 등이 의심되고 있음
o 그런데 현행법에는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주체는 그 사정을 알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5조제3항 신설)

o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려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주체는 그 사정을 알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7조제4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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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형 포털사의 정보검색서비스에 실시간 검색결과나
기사 댓글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고, 실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검색어나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이 감지되는 등 조작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o 대형 포털사는 뉴스기능 측면에서 일반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이에, 대형 포털사의 선거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주요내용
o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61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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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불의 예방ㆍ진화, 삼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산림사업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o 현재 산림청은 산불 등의 산림재해나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에 무인기,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산림재해ㆍ재난 상황의 대응ㆍ관리, 산림 자원ㆍ생태 관리, 불법
산지훼손 감시 등의 분야에 무인기ㆍ드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ㆍ확대해 나갈 계획임
▶ 주요내용
o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
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여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ㆍ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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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일부 특정세력이 매크로 프로그램(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조회수ㆍ댓글순위 등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여론을 형성ㆍ유도
했던 사건이 발생하였음
o 그런데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의 공개 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최근 불거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규제 및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 주요내용
o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
하는 형태의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o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고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 기본방침을 위반하는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0조제7항)

o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변경ㆍ삭제하는 등의 조작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둠(안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o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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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018. 7.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o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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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o 또한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은 인지
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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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18. 7.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전자
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o 그런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에서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주요내용
o 현행법에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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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ㆍ차별ㆍ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이하 “불법정보등”이라 함)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o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법
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기가 어렵고, 국내에 별도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 또는 이용자가 불법정보등의 유통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통하기도 쉽지 않음
▶ 주요내용
o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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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글로벌 시장은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영역에 대한
칸막이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ICT 정책은 30여 년 전에
수립된 현행법 체계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
되어 있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최근 인터넷 포털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시장에 나타
나는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언론 기능의 왜곡, 공적 기여 미흡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추가함
(안 제2조제13호다목 신설)

o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히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o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 법을
적용함(안 제4조의3 신설)
o 전기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일상적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2조의10 신설)
o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2항)
o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7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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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o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o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3호의2)
o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기준과 인증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
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개선함(안 제2조제23호의2, 제38조의2 및 제39조제4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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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18. 7.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인「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09헌가30)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법률조항은 201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됨
- 개정시한이 6년 반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음
▶ 주요내용
o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6조7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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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7.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챗봇(Chatbot)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최근
많은 기업이 정보제공 및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챗봇을 활용하고 있음
o 그런데 챗봇과의 대화 중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거나 대화내용이 사후적으로 결합분석되어 개인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시ㆍ광고의 중요정보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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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사회,
민간 드론 활성화를 위한 항공안전규정 개정안 승인 (2018. 6. 26.)
유럽이사회가 유럽항공안전청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EU 회원국에게 동일한 민간
드론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항공안전규정 개정안을 승인 (2018. 6. 26)

▶ 개요
o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유럽항공안전청(The EU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의 권한 확대와 최초의 EU 단위 민간 드론 규제를 골자로 한 《항공안전규정》
개정안(Aviation Safety Rules)을 승인
- 동 개정안은 유럽항공안전청의 역할 확대와 함께 감항성(airworthiness)1), 조작자
요건, 드론ㆍ항공기 조작, 항행(air navigation) 서비스 제공 등 민간 항공 분야의 주요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룸
- 유럽항공안전청의 지역 내 드론 감독 및 조정 역할 부여를 통한 위상 강화와 드론
유형에 따른 차등적 규제 등에 대해 규정함
o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12일 의회 1차 독회 이후 동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유럽이사
회에서는 이를 6월 26일 승인함
- 개정안은 2018년 7월 말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공표되고, 공표 20일 이후
공식적인 효력이 발휘될 예정
▶ 주요내용
o 유럽항공안전청은 공식적으로 EU 내 드론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할을 맡아, 모든 규모의
민간 드론 운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럽 전역의 상용 드론 표준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EU 내 1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에 관한 규제는 유럽항공안전청이, 150
킬로그램 이하 중량의 드론은 EU 각 회원국의 항공 당국이 각각 담당해 왔음
-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규격의 드론 안전운행 관리 권한이 유럽항공안전청에 부여됨
1)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 부속품이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 있는지 여부. 항공기의 감항성은 성능,
비행성, 진동, 지상(수상) 특성, 강도, 구조 등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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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항공안전청은 회원국의 항공 인증과 관련된 업무 감독을 위해 항공 감독관(aviati
on inspectors)2)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관리ㆍ공유ㆍ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
- 이외에도 유럽항공안전청은 항공 사이버보안 분야의 역할 조정 업무와 함께 환경보호3),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
- 또한, 드론 운영 기업이나 제조사가 개발한 엔진, 프로펠러 등 모든 드론 부품을
대상으로 규제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 프라이버시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할 예정
o 드론의 유형이나 조작 방식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드론 조작 시 비례적 규제
(proportionate rules)4)를 적용받게 될 예정
- 상업용 드론을 고위험군(higher-risk category) 드론으로 분류해 드론 조작자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은 중량과 운동에너지 등에
따라 저위험군(open category)과 중위험군(specific category)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
-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적 규제 적용은 민간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 개발 업체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
o 한편, 모든 항공기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실시간으로 비행 기록
정보를 내려받기 위한 안전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함
▶ 평가
o EU 차원의 드론 규제는 드론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드론 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하며, 중장기적인 EU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Reference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PE-2-2018-INIT/en/pdf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6/26/ensuring-aviation-safety-and-safe-useof-drones-council-signs-off-on-easa-reform/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555f0d1-a13c-4579-9c1b-969de41913e2

2) 항공 운송시스템과 탑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 및 규제 사항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자
3) 개정안 부칙(Annex) III에서는 환경 기준 충족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소음과 배출 가스 최소화를 위한 제품
설계를 의무 사항으로 언급
4) 2018년 2월 유럽항공안전청이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아마추어 드론 조종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서(Opinion
No 01/2018: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n the ‘open’ and ‘specific’ categories)에 따르면, 저위험군 드론은 250그램에서 25킬로그램 중량에, 최대 허용
표고는 120미터(394피트)로, 가시권 범위 내의 운항만 허용. 중위험군 드론은 저위험군 드론의 중량이나 표고 등을
벗어나는 드론으로 가시권외 비행이 허용되나 드론 운영 주체는 드론의 위기 요인 평가서와 대응책을 마련하여
관련 당국의 인허가를 획득해야 함

- 23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0 (July 2018)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정부,
하원에 2018 연방정보통신공급망 위험관리개선법안 제출 (2018. 7. 10.)
트럼프 정부가 행정기관1)의 정보통신공급망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및
행정기관에 정보통신공급망 위험 완화를 위한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2018 연방정보통신
공급망 위험관리개선법안》을 하원에 제출함 (2018. 7. 10.)

▶ 개요
o 트럼프 정부가 행정기관에 조달되는 정보통신제품ㆍ서비스의 보안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2018 연방정보통신공급망 위험관리개선법안》2)을 하원에 제출함
- 동 법안은 연방정보통신조달보안협의회3)와 주요정보통신공급망위험평가위원회4)의 설립 및
모든 행정기관에 정보통신공급망을 위협하는 제품을 조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
▶ 주요내용
o 행정부 내에 연방정보통신조달보안협의회를 설립하고, 예산관리국장이 예산관리국의
고위급 관리를 협의회의 의장으로 지명함
- 예산관리국, 총무청,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법무부, 국방부, 상무부 및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기타 관련 행정기관에서 위원을 선임함
o 연방정보통신조달보안협의회는 행정기관의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공급망 위험관리 표준과 가이드라인, 기준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제안하여야 함
- 또한, 행정기관 간 공급망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준을 찾거나 개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들이 제출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적절한 행정기관을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공급망 위험 평가와 완화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셰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5) 및
공통 솔루션을 제공할 적절한 기관을 찾아내는 역할도 수행함
1)
2)
3)
4)
5)

Executive agency. 행정부처(Executive branch)와 행정부 산하 독립기관 및 공사(Independent establishments and Corporations)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18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Acquisition Security Council
Critical Information Technology Supply Chain Risk Evaluation Board
조직 내 부서 별로 산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부문의 유사 서비스를 통합해 중앙집중화된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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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행정기관의 수장은 정보통신제품ㆍ서비스 조달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급망 위험을
평가하여야 함
- 조직의 전반적인 정보통신공급망 위험관리전략과 이행계획의 개발, 조직의 정보통신
공급망 위험관리 활동을 관장할 정책과 절차의 개발, 정보통신 시스템ㆍ부품ㆍ서비스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공급망 위험관리의 실행 등을 수행함
o 행정부 내에 주요정보통신공급망위험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함
- 국토안보부, 총무청, 국가정보국, 법무부, 국방부, 예산관리국 및 위원장이 지명한 기타
관련 행정기관에서 위원을 선임함
-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정보통신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통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기준 및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특정
정보통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외하도록 명령하기 위한 기준 등을 수립해야 함
o 행정기관의 수장은 정보통신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대상
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 행정기관의 최고조달책임자와 최고정보책임자로부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이
정보통신공급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한 이유를 포함해 결정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며, 관련 국회 상임
위원회에 결정에 대한 통지를 전달해야 함
▶ 시사점
o 미 의회는 지난 2011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망 위험 완화를 위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정보통신공급망 위험관리를 한층 더 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Reference
https://federalnewsradio.com/omb/2018/07/white-house-house-lawmakers-want-to-give-dods-it-oversight-authorities-to-all-agencies/
https://www.nextgov.com/cybersecurity/2018/07/dhs-would-get-more-power-bar-risky-contractors-under-forthcoming-bill/149675/
https://www.nextgov.com/media/gbc/docs/pdfs_edit/071218jm1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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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SMART IoT 법안 및 광대역 접속법안 가결 (2018. 7. 12.)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상무부가 IoT 산업과 규제 현황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SMART
IoT 법안》과 광대역 보급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규정한 《광대역 접속법안》이 가결됨
(2018. 7. 12.)

▶ 개요
o 2018년 7월 12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SMART IoT 법안》(HR 6032)1)과 《광대역
접속법안》(HR 3994)2)이 통과됨
- 《SMART IoT 법안》을 발의한 밥 라타(Bob Latta) 의원은 동 법안이 IoT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하였음
- 《광대역 접속법안》은 광대역 인터넷 보급이 저조한 농촌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NTIA) 산하에 이를 관리할 전담조직인 인터넷
연결성장실(Office of Internet Connectivity and Growth)의 설립을 요구함
▶ 주요내용
① 《SMART IoT 법안》
o 상무부는 미국 내 IoT 산업 현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와 관련해 상무부
장관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IoT 기기를 개발하는 산업 분야 리스트, IoT 기기의 채택과 활용 증진에 초점을 둔
민관협력 목록 및 IoT 기기에 대한 강제ㆍ자발적 표준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내외
산업단체 리스트, 산업계 주도의 강제ㆍ자발적 표준의 현황, 기업이나 산업계가 IoT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각 IoT 산업 분야에 대한 연방 관할기관 목록의 작성 및 각
IoT 산업의 관할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협력 활동의 파악
1) SMART IoT Act(State of Modern Application, Research, and Trends of IoT Act의 약칭). 2018년 6월 7일
발의됨
2) ACCESS BROADBAND Act(Advancing Critical Connectivity Expands Service, Small Business Resources,
Opportunities, Access, and Data Based on Assessed Need and Demand Act의 약칭). 동 법안은 2017년
10월 발의되었고, 2018년 7월 23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

- 26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0 (July 2018)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각 연방기관이 시행하는 규제, 가이드라인, 강제ㆍ자발적 표준과 기타 정책 및 산업
단체가 시행하는 가이드라인, 강제ㆍ자발적 표준과 기타 정책 파악
o 동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하원의 에너지상업위원회와 상원의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연구결과와 IoT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② 《광대역 접근법안》
o 상무부 통신정보 담당 차관보는 동 법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통신정보관리청
산하에 인터넷연결성장실을 설립해야 함
- 인터넷연결성장실은 초고속 인터넷 확대와 정보화수준의 향상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교류하고, 광대역 보급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와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워크숍을 주최하며, 각 지역단체의 광대역망 확대전략을 지원하는 지침ㆍ전략
등을 담은 출판물(지침서, 백서 등)을 개발ㆍ배포해야 함
- 또한 연방 자금을 활용해 구축되는 광대역 인프라의 건설 현황과 자금 사용실태를 추적
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동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뒤부터 매년 연방 광대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주민의 숫자 및 한 해 동안 인터넷연결성장실이 수행한 업무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 평가
o IoT 산업과 규제 현황에 대한 상무부 조사를 바탕으로 IoT 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기존의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o 행정부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통신정보관리청 산하에 전담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광대역
서비스 보급을 위한 연방 자금의 사용실태와 서비스 보급 추이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
으로 예상됨
※ Reference
https://www.meritalk.com/articles/house-energy-commerce-okays-iot-broadband-bills/
https://www.broadcastingcable.com/news/house-e-c-approves-bipartisan-broadband-bills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994/tex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032/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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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각부,
최소한의 사이버보안 기준 발표 (2018. 6. 25.)
영국 내각부에서 각 정부부처가 다루는 민감정보와 필수운영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이버보안 기준을 발표 (2018. 6. 25.)

▶ 개요
o 영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총괄하는 내각부(Cabinet Office)1)가 정부부처가 준수해야 할
기본 사이버보안 의무를 규정한 최소한의 사이버보안 기준(Minimum Cybersecurity
Standards)을 발표함
- 모든 정부부처는 동 사이버보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음
-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의 5개 영역 하에 총 10개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내각부는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에 따라 보안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
▶ 주요내용
o (식별) 정부부처는 적절한 사이버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부처가 보유한 민감
정보와 필수운영서비스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민감정보와 필수운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
- 민감정보와 필수운영서비스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확인하여 관리해야 하며, 보안을
총괄하는 관리자에게 사이버보안과 위험관리에 관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보장해야 함
- 각 부처가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민감정보가 유출되거나 필수운영서비스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민감정보와 필수운영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권이 부여되어야 함
o (보호) 민감정보나 필수운영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시스템에 한해
허가되어야 하며, 민감정보나 필수운영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공개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1) 내각 업무 지원 및 각 정부부처간 연계와 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로, 정보보호 정책 총괄 및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활동 및 업무조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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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의 기술 인프라 보호를 위하여 사용 중인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산 및
설치환경을 추적ㆍ기록해야 하며, 보안 설정 및 패치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아웃소싱하는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경우 부처와 공급업체 간 보안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사용자 기기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패치를 적용하고,
이메일과 디지털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TLS v1.22) 지원하고, 스팸ㆍ멀웨어 필터링을
시행해야 함
o (탐지) 사이버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알려진 사이버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정보공유파트너십(CISP)3)과 같은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원과 결합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을 파일화하고, 보안 사고를 탐지하기
위한 감시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감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해야 함
o (대응) 민감정보나 필수운영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역할, 책임 등을 다룬 사고대응 관리계획과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4)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o (복구)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거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수운영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검증해야 함
▶ 평가
o 정부 부처가 달성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안 목표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 각 부처의 상황에 따라 사이버보안 기준의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
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Reference
https://www.scmagazineuk.com/uk-government-issues-minimum-cyber-security-standards/article/1486651
https://www.infosecurity-magazine.com/news/uk-government-minimu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minimum-cyber-security-standard

2) 전송계층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프로토콜로 1.2버전이 최신임
3) Cyber 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영국 정부가 산업계와 공동으로 사이버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수립한 이니셔티브
4)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기관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조언과 대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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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조례 초안 발표 (2018. 6. 27.)
중국 공안부가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7월 27일까지 공공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2018. 6. 27.)

▶ 개요
o 중국 공안부가 《네트워크안전법》1)에 의거하여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조례》 초안을 발표
하고 7월 27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 동 조례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공공이익에 미치는 위협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안전
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등급별 보호 의무를 부과
▶ 주요내용
o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ㆍ유지보호 및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개인이나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적용 대상이 아님
o 네트워크가 손상ㆍ훼손 등이 되었을 경우,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공공이익 및 관련된
국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끼치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안전등급을 5등급
체계로 구분함
- 제1급은 네트워크 손상 시 관련된 국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나,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의미
- 제2급은 네트워크 손상 시 관련된 국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
거나,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나,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 네트워크임
- 제3급은 네트워크 손상 시 관련된 국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특별히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요 네트워크임
- 제4급은 네트워크 손상 시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특별히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특별히 중요한 네트워크임
1) 《네트워크안전법》 제21조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국가의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제도에 따라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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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급은 일단 네트워크가 손상되면 국가안전에 특별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극도로
중요한 네트워크임
o 네트워크 사업자는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네트워크안전등급을 결정해야 하며,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 범위, 서비스 대상 및 처리하는 데이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안전등급을 변경해야 함
- 안전등급을 2급 이상으로 결정한 네트워크 사업자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해당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주무부처는 관련 국가표준규범 및 네트워크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안전등급 결정과 관련된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음
o 안전등급이 3급 이상인 네트워크 사업자는 기본적인 네트워크일반보안의무2)를 이행
하는 것 이외에도 네트워크안전관리조직을 확립하여야 하고, 네트워크가 변경되거나
네트워크 접속 및 유지관리 조직이 변경될 경우 단계별 승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네트워크 안전보호를 위한 총괄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함
- 네트워크 운영상태와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자 행동, 보안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요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전망
o 공안부는 2007년부터 《정보보안등급보호관리방법에 대한 통지》3)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보호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보호업무를 실시해 왔으며, 《네트워크안전법》에 의거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여 실시될 예정
※ Reference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hina-seeks-public-comments-draft-cybersecurity-regulations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08468.shtml
http://www.mps.gov.cn/n2254536/n4904355/c6159136/content.html

2) 《네트워크안전법》 제21조에 규정된 의무로, 네트워크 안전관리제도와 운영매뉴얼 수립과 보안 책임자 지정,
네트워크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조치의 이행, 네트워크 운영상태와 보안사고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과
암호화 조치의 이행 등을 포함
3) 국민과 조직, 사회질서와 공안, 국가안보에 끼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 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함. 차이점이 있다면,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조례》가 국민과 조직의 합법적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네트워크를 3급으로 규정한 반면, 《정보보안등급보호관리방법에 대한 통지》에서는 2급으로 규정함. 또한 《네트워크
안전등급보호조례》는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산업제어시스템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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