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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9. 18., 시행 2019. 3. 1.)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o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2조의5 신설)
o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
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제63조제5항 신설)
o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함(제6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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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임
o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o 특히,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내용
o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접속 경로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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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며,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음
o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정보를 포함시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함(안 제41조
제1항,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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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의 유포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음
o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의미하는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든지 불법촬영물이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재유포 될 수 있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o 그런데 현행법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시책의 마련 및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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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하는 과정
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올 3월에는 전 세계 2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8,700만 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함
o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등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5조의2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의 접속경로를 차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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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9.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ㆍ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차별적ㆍ모욕적 발언은 개인적 증오의 표현을 넘어 혐오범죄 등의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o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ㆍ모욕적 발언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주요내용
o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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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영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 동시에 추동력이라 할 수 있음
o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ㆍ제도상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공개된 정보들은 막상 활용하기에
품질이 낮은 것이 현실임
o 산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규제 위주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넘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모색함으로써,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주요내용
o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처리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로 보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6호)

o 개인정보 등의 ‘이용’을 ‘결합, 분석, 가공 등 이용’으로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안 제22조제1항)

o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정보의
분류기준, 관리기준 및 활용목적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비식별정보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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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지문, 얼굴,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는 그 고유불변성과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간편성 때문에 개인식별수단으로서 활용이 증대되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생체인식정보는 고유불변성으로 인해 유출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하나로 명시하여
그 처리를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o 또한, 생체인식정보 및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생체인식정보(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민감
정보로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상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향입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체인식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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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영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 동시에 추동력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ICT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21세기의 원유로 일컬어지는 데이터의 활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o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ㆍ제도상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공개된 정보들은 막상 활용하기에
품질이 낮은 것이 현실임
▶ 주요내용
o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처리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로 보도록 함
(안 제2조제1호)

o 개인정보 등의 ‘이용’을 ‘결합, 분석, 가공 등 이용’으로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안 제15조제1항)

o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의 분류기준,
관리기준 및 활용목적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o 정보주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3 신설)

o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63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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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비수도권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o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특수상황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만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역은 배제됨
o 이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상충됨
▶ 주요내용
o 이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제3장의2, 제31조의2 신설 등)
-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인적ㆍ물적ㆍ사회제도적 자원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
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효율적인 산업집적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하여 승인받을 수 있고, 승인받은 사업(중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중점유치사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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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o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중에 시험ㆍ
연구 관련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
연구에 필요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다목 및
제11호의2다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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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
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 위반 범죄’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 범죄’와 ‘전략
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은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중대범죄임
o 이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
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ㆍ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박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0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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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
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음
o 이에,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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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
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
-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o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ㆍ허가 기준이 부재
하거나, 기존 기준ㆍ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주요내용
o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o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등)
o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10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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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지난 2018년 8월 14일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해당 지정기준을 보면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
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기존의
각종 인프라가 우수한 곳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o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가 이 시대의 중점국정과제가 된 만큼, 그동안
소외와 차별을 받은 지역을 우선하여 국가 주도의 스마트시티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ㆍ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
군에 해당하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하도록 함
(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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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대안)
(정무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o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o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4조)
o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안 제5조)
o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안 제6조)
o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7조)
o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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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세금ㆍ고용 등에서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최근 페이
스북의 라우팅 임의 변경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갑질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주요내용
o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
(안 제4조의3 신설)

o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o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3항제5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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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이
활발히 보급됨에 따라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가 개선되고 있음
o 그런데 접근매체의 종류로서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생체정보’에는 생체정보로
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현행법의 ‘생체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접근매체의 개념 및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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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8. 9.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관하여 규율하는 바가 없음
▶ 주요내용
o 암호통화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함(안 제38조의2 신설)
o 암호통화의 발행은 위조 방지 및 거래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 및 기준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둠 (안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o 암호통화취급업자는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ㆍ물리적ㆍ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8조의6 신설)
- 암호통화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접속
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암호통화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등을 하여야 함
o 암호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통화취급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
하도록 함(안 제38조의7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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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이러한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은 현행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주요내용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소관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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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
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법의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
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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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8. 9.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
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함(안 제2조)
o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외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서명, 서명
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
o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
o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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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여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o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안 제36조의2 신설)

o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규정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안 제36조 및 제37조)
o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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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대량 생산ㆍ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법률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개정하고,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고
집단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긍정될 수 있는 아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함(안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ㆍ도난ㆍ 유출ㆍ 위조ㆍ 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ㆍ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ㆍ 도난ㆍ 누출 ㆍ
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ㆍ제4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 유출ㆍ 위조ㆍ 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ㆍ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누출, 변조, 훼손된 것 등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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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
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주요내용
o 기존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o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안 제3장제2절)
o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시험ㆍ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114조)
o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15조)
o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3조)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가 규제자유특구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안 제102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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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
(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면서도, 다른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금지ㆍ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금융ㆍ의료 분야를 비롯한 특정 분야에서 클라
우드컴퓨팅의 이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 경우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등을 규정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가 전산시설등에 포함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단서 삭제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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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구류’와 함께 동력비행장치, 행글
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통합하여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돌풍으로 열기구가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구류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비행에
있어 기상여건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
현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지원 장비를 장착ㆍ휴대하도록 함으로써 기구류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128조제1호ㆍ제2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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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이라고 정하여 유체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그러나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과 범죄예방의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몰래카메라
범죄로 발생한 디지털 사진파일이나 해킹 또는 사이버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바이러스파일 등의 경우 해당 전자정보 자체를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및 그 밖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몰수사유로 추가하며,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를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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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ST 소기업 사이버보안법 제정 (2018. 8. 14.)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1)로 하여금 소기업에게 사이버 보안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
《S.770 - NIST 소기업 사이버보안법2)》이 제정됨 (2018. 8. 14.)

▶ 개요
o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소기업들을 도와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응하도록 한 NIST 소기업 사이버 보안법에 서명함
- 동 법은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의원 등 미 상원의원 다섯 명이 발의한
(’17. 3. 29.) 《MAIN STREET 사이버보안법 3)》의 법률명이 변경된 것임

▶ 주요내용
o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장은 관련 연방기관장들과 협의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원(resources)을 검토하고 제공해야 함
- 자원이란 가이드라인, 도구(tool), 선례(best practices), 표준(standards), 방법론
(methodologies)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수단을 말하며 표준은 가능한 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 자원은 소기업의 분야, 특성,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어야 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자원 정보는 각 연방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어야 함
※ 소기업이 자원을 사용하는 건 필수가 아닌 자발적 선택임

o 자원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승인한 기금을 사용하여 제공될 것임
o 소기업은 사이버 보안 문화를 촉진시켜 사이버 보안 인식을 제고하여야 함

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
2) S.770 - NIST Small Business Cybersecurity Act
3) MAIN STREET Cyber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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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o 보안 장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소기업이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소기업의 낮은 보안 의식과 자원의 선택적 활용으로 인해 소기업이 국립
표준기술연구소가 제공한 자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770/actions?q=%7B%22search%22%3A%5B%22s7
70%22%5D%7D&r=1
https://www.scmagazine.com/home/network-security/president-signs-nist-small-business-cybersecurity-act-into-law/
https://securityboulevard.com/2018/08/nist-small-business-cybersecurity-act-passed-into-law/
http://bigislandnow.com/2018/08/14/trump-signs-small-business-cybersecurity-legislation-into-law/

- 30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2 (September 2018)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무선통신산업협회,
IoT 기기용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 발표 (2018. 8. 21.)
미국 무선통신산업협회(CTIA)가 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품질 강화를 위한 3단계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함 (2018. 8. 21.)

▶ 개요
o 미국의 이동통신업계 단체인 무선통신산업협회(CTIA)1)가 LTE 및 WiFi 접속 IoT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2)을 발표함
- 무선통신산업협회가 시행하는 IoT 기기 보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IoT 기기 보안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추진
- 무선통신산업협회는 인증 등급 부여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IoT 사이버보안 인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
o 무선통신산업협회의 IoT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은 기능 구현의 난이도에 따라
▲1단계(Category 1) ▲2단계(Category 2) ▲3단계(Category 3)로 구분
-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인증 요구 단계임
- 다음 단계의 인증 수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인증 요구 항목과 함께 각
단계별로 부가되는 추가 요구 항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3)

▶ 주요내용 : 단계별 인증 요구 항목
① 1단계(Category 1) 기본 요구 항목
o 제조업체는 제품 수명을 보장하고 기기 이용에 관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정책을
제공해야 함
1) 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무선통신산업협회 내 인증 워킹그룹은 25년 동안 기기,
네트워크 등 관련 제품 시험 계획과 인증 요건 개발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음
2) CTIA Cybersecurity Certification Test Plan for IoT Devices
3) 즉, 1단계는 기본 요구 항목이며, 2단계는 1단계의 기본 요구 항목과 2단계 추가 요구 항목을, 3단계는 1단계의
기본 요구 항목과 2단계 추가 요구 항목은 물론 3단계의 추가 요구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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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oT 기기상에서 비밀번호 변경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는 최소 8개 문자열로
구성되어 반복되거나 연결되는 문자열이 없도록 설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기기마다
초기 설정 암호를 달리해야 함
o 기기별 로그인 사용자 권한과 역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초기 설정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며, 로그인 실패로 인해 기기가 잠금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기기는 사용자 권한별로 상이한 접근 제어 기능을 지원해야 함
o 소프트웨어 결함 수정과 취약점 개선을 위해 기기가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 패치를
실시해야 함
o 기능 추가 및 개선 시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함
② 2단계(Category 2) 추가 요구 항목
o 기기가 감사로그4)를 수집하여 통합관제시스템(enterprise management system)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
o 다양한 암호화 통신 표준(SSH, IPsec, TLS, DTLS 등5))을 지원하여야 함
o 기기 로그인 시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요소를 갖추어야 함
o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원격으로 기기 비활성화가 가능해야 함
o 부팅 과정에서 외부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o 기기가 설정한 정책 및 규칙을 토대로 비정상 또는 악의적 활동에 대한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 IoT 기기에 부여된 ID로 기기 유형과 고유 기기 속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4) Audit Log. IT 정보시스템 내 로그인 및 데이터 교환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
5) ㆍ SSH(Secure Shell, 시큐어 셀) :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토콜
ㆍ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 : 통신 세션의 각 IP패킷을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스위트
ㆍ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전송계층 보안) : 인터넷과 같은 TCP/IP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통신 과정에서
전송계층 종단간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해 주는 암호 규약
ㆍ DTLS(Datagram Transport Layer Security, 데이터그램 전송계층 보안) : TLS 기반 프로토콜로서 데이터그램
처리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하는 정보의 도청 및 변조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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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단계(Category 3) 추가 요구 항목
o 3단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디지털 서명 생성 및 유효성 확보
▲저장 데이터 암호화 ▲기기의 물리적 개방 시 통합관제시스템에 경고 정보 공지
▲보안 설계 내재화 등을 지원해야 함
▶ 시사점
o 미국 무선통신산업협회의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비롯해 최근 미국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IoT 보안 관련 규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의회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6)가 IoT 보안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
- 이번 인증 프로그램에 앞서 2018년 6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IoT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Reference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wireless-industry-establishes-iot-security-certification-program
https://api.ctia.org/wp-content/uploads/2018/08/CTIA-IoT-Cybersecurity-Certification-Test-Plan-V1_0.pdf

6)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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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국토안보 공급망 보호법안 가결 (2018. 9. 4.)
국토안보부에게 공급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IT 기업에 대한 조달 참여 배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한 《국토안보 공급망 보호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됨 (2018. 9. 4.)

▶ 개요
o 국가 사이버보안 및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하청업자를 조달 과정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부여한 《국토
안보 공급망 보호법안》1)이 미국 하원을 통과함
- 기존의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을 개정하여, 국토안보부 장관
에게 공급망 위협2)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국토안보부 내 IT 관련 조달 기업이 공급망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제공사의 조달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토안보부는 조달 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 관해 사전공지하여야 함
o 동 법안은 2018년 7월 18일 발의되었으며, 2018년 8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Hous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에서 법안 관련 보고 자료가 공개됨
▶ 주요내용
o 국토안보부는 공급업체3)가 공급망 위협 표준4)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조달 절차에서 배제함
- 조달 금지 조치 실행 근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음
- 공급업체가 위협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의 모든 발주
조달 및 계약 절차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함

1) H.R.6430 Securing the Homeland Security Supply Chain Act of 2018
2) 동 법에서 ‘공급망 위협(supply chain risk)’을 악의적 의도를 지닌 주체가 ▲공급망의 원활한 동작을 방해
하거나 ▲원치 않는 기능을 공급망 시스템에 탑재하거나 ▲데이터를 추출 또는 수정하거나 ▲설계ㆍ무결성ㆍ
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 운영ㆍ유지와 관련된 행위를 조작하는 것으로 인해 비롯된 위협으로 정의
3) 정보기술 및 통신장비 관련 제품 개발 업체와 서비스 제공 업체
4) 일반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위기관리 표준인 ISO 31000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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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안보부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한 이후에 공급망 위협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국토안보부 최고구매책임자(CAO, Chief Acquisition Officer)와 최고정보관리책임자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로부터 조달 과정에서 중대한 공급망 위협이 존재한다는
공동 인정서(joint recommendation)를 확보하여야 함
- 국토안보부가 공동 인정서에 지명된 공급업체에 공동 인정서를 발부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국토안보부 내 관련 조직에 위협 요인을 통지하고, 공급망에 대한 배제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함
-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와 상원 국토안보ㆍ행정위원회5)에 결정 사항 공지
▶ 평가
o 해외 장비 공급업체와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에 의한 국가 기밀 유출 의혹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백악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 및 의회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보안 강화 관련 법제 조치6)의 일환
※ Reference
https://www.nextgov.com/cybersecurity/2018/09/house-passes-bill-expanding-dhs-power-block-risky-contra
ctors-government-networks/151012/
https://www.congress.gov/115/crpt/hrpt907/CRPT-115hrpt907.pdf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5/hr6430

5)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6) 백악관은 공급망 내 위협 요소 무력화를 위한 업체 관리 조치를 준비 중으로, 2018년 8월 국가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해외 통신사 간 비즈니스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할 계획을 시사. 한편, 연방통신위원회는 ‘Team Telecom’ 검토 절차를 도입할 예정. Team Telecom은
사법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통신산업 내 해외 자본에
의한 국가 안보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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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IoT 보안법 제정 (2018. 9. 28.)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사가 IoT 기기에 보안 기능을 탑재할 것을 요구하는 IoT 보안법
《SB-327》이 제정됨 (2018. 9. 28.)

▶ 개요
o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된 IoT 보안법《SB-327 Information Privacy : connected devices》이
8월 28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9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제리 브라운
(Jerry Brown) 주지사가 9월 28일 서명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 동 법은 IoT 기기에 합당한(reasonable) 보안 기능을 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을
발의한 한나-베스 잭슨(Hannah-Beth Jackson) 의원은 합당한 보안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은 제조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주요내용
o IoT 기기의 제조사1)는 아래 규정에 따라 기기에 합당한 보안 기능을 탑재해야 함
- 기기의 특징ㆍ기능에 적합해야 함
- 기기가 수집, 저장 또는 전송하는 정보에 적합해야 함
- 허가되지 않은 접속, 파괴, 사용, 변경이나 공개로부터 기기와 기기에 담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o IoT 기기가 근거리 통신망(LAN) 외부 접속에 대한 인증수단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음
요구사항 중 하나가 충족될 때에만 합당한 보안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간주함
- 각 제품마다 디폴트 패스워드를 각각 다르게 설정
- 기기의 최초 사용에 앞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증수단을 생성할 것을 요구하는 보안
기능 탑재
1) 동 법에서 제조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IoT 기기의 직접 제조사는 물론 의뢰를 받아 대신 제조
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과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개발생산) 업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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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법은 IoT 기기 제조사의 의무를 제조사가 직접 제작한 기기 보안에 국한
- 동 법과 관련해 IoT 기기 제조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IoT 기기를 재량껏
사용할 권리, 예를 들어 제3자(third party)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설치하거나 수정할
권리 등을 제한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음
- 전자상점이나 마켓플레이스, 기타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의 구입 또는 다운로드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동 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거나 강제할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관할법원의 명령이나 법에 따라 법집행기관이 제조사의 IoT 기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시사점
o 최근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를 이용한 봇넷 공격이 확산되면서 IoT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2), 캘리포니아주의 IoT 보안법 《SB-327》은
주지사 서명을 거친 미국 최초의 IoT 보안법임
- 그러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적시
하지 않아 모호하며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Reference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SB327
https://www.bna.com/hey-alexa-california-n73014482159/
https://nakedsecurity.sophos.com/2018/09/13/california-bill-regulates-iot-for-first-time-in-us/
https://www.zdnet.com/article/first-iot-security-bill-reaches-governors-desk-in-california/

2) 2017년 8월 상원에서 《IoT보안개선법(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17)》이
발의되었으며, 2017년 10월에는 민주당에서 상무부에 IoT 기기 보안을 위한 《사이버실드법(Cyber Shield Act of 2017)》을
제안하였음. 2018년 6월에는 하원에서 《SMART IoT 법(SMART IoT Act)》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기 법안들은
모두 계류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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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
사이버 위생에 관한 통지 초안 발표 (2018. 9. 6.)
싱가포르 통화청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조치를 규정한 《사이버 위생에 관한 통지》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2018. 9. 6.)

▶ 개요
o 싱가포르 통화청은 현지 금융기관들이 IT 시스템 보안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 실시해야 할 요구사항을 담은 《사이버 위생1)에 관한 통지》(Notice on Cyber
Hygiene) 초안을 발표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
-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번 통지에서 현재 기술위험관리지침(Technology Risk Management
Guideline)2)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보안조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으로
전환함
o 싱가포르 통화청은 통지에 포함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통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기타 보안통제 및 절차에 대한 의견 제안을 요청
- 금융기관이 통지 규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절차 등을 공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한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 요청
▶ 주요내용
o 싱가포르 통화청은 금융기관들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해야 할 6가지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o 금융기관은 시스템상의 모든 관리자 계정에 대하여 비인가 접속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함
o 금융기관은 시스템 취약점 해결을 위해 보안 패치를 적용해야 하며, 해당 취약점이
금융기관에 끼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적절한 기한을 정해 대처해야 함
1) 인터넷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빈트 서프(Vinton Cerf)가 2000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와 사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각종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
2) 싱가포르 통화청이 2013년 6월 금융기관의 기술 위험 관리와 시스템 보안 강화를 돕기 위해 발표한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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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취약점이 시스템에
미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함
o 금융기관은 자사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보안 표준3) 문서를 보유해야 함
- 금융기관은 보안 표준 문서를 작성하고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 자사 시스템이
보안 표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o 금융기관은 허가되지 않은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한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하나
이상의 방화벽을 구축해야 함
o 금융기관은 시스템상의 멀웨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나 이상의 안티바이러스
수단을 도입해야 함
o 금융기관은 핵심 시스템4)의 모든 관리자 계정, 인터넷을 통해 기밀정보에 접근 가능한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 계정에 다중요소 인증5)을 도입해야 함
▶ 시사점
o 다수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시스템 환경이나 사용자 계정의 보안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하에 싱가포르 통화청은 관리자 계정관리를 비롯한 6개 보안 요구사항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으로 규정
-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번 통지 시행을 통해 금융기관의 보안 강화를 촉진으로써 금융
업계의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business/mas-proposes-new-requirements-for-financial-institutions-to-10689458
http://www.mas.gov.sg/~/media/MAS/News%20and%20Publications/Consultation%20Papers/Consultation%20Paper%20
on%20Notice%20on%20Cyber%20Hygiene.pdf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banking/mas-proposes-6-cyber-security-measures-all-singapore-financial-institutions-must

3)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일련의 환경 설정 및 절차
4) 시스템 오류 시 기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객 서비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5) 사용자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 사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지문이나 음성 등 여러 인증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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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
자율주행ㆍ전기자동차법안 승인 (2018. 7. 19.)
영국 왕실이 자율주행차량의 사고 시 책임 부담 등에 대해 규정한 《자율주행ㆍ전기
자동차법안》을 승인함 (2018. 7. 19)

▶ 개요
o 영국 왕실이 수속(手續) 개시 명령1) 성격의 《자율주행ㆍ전기자동차법안》(The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최종 승인함
- 동 법안은 2017년 3월에 발표한 《자율주행차량 및 항공 법안(The 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에서 차량 관련 내용이 최종 법으로 확정된 것
- 이번 승인은 자율주행차법과 전기차법에 대해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교통부 장관이 행정입법(statutory instrument)을 통하여 세부 법안을 제정하면
각각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
o 법안은 크게 2개의 편(Part)으로 구성되며, 제1편은 자율주행차량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제2편은 전기차에 대한 내용으로 충전사업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조항을 규정
- 제1편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등록 차량의 조건과 보험사의 책임
한계에 대해 규정
- 제2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으나, 언급된 조항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향후 해당 교통부 또는 관련 부처에서 마련하기로 함
▶ 주요내용
o 영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장관에게 영국 내 모든 자율주행차량
(automated vehicles)의 등록 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제1장)
- 자율주행차량 등록 리스트에 게재되는 항목에는 차량의 유형, 차량 등록 문서상의
정보 등이 포함됨
1) Commencement Order. 수속 개시 명령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법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명령이나 규정에
따라 수속 개시 명령일과 무관하게 하위 법별로 각각 지정된 날짜에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됨. 즉 향후
각각의 상세 규정이 확정된 후, 각각의 효력이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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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에 가입된 자율주행차량이 자율주행모드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해 상해가 발생
하거나 특정 자산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1차적으로 보험사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 해당 자율주행차량이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 책임은
보험사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있음
o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가 자율주행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2)에서 자율주행을 할 경우
차량 소유주나 보험사는 면책받을 수 있음
o 사고가 안전과 직결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치를 소홀히 하거나 금지된 소프트웨어
교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책임을 전부
혹은 일부 면제받을 수 있음
- 보험 가입 차량 소유주가 차량 운행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자율주행차량에
의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적인 책임만 부과
- 차량 소유주가 보험약관에 따른 ‘차량 운영체제상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보험사에게 제한적인
책임만 부과되며, 제한적인 책임만 부과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
▶ 평가
o 동 법안은 수속 개시 명령으로서 자율주행차량 및 전기차와 관련된 규제 이슈에
대하여 가벼운 형태의(light touch)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성격을 지님
o 사고 시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단일화 보험 모델(single insurance model)3)‘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즉, 사고 발생 시 일차적으로 보험사가 책임 소재를 일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되, 운전자
과실로 판명된 경우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Reference
https://www.bpe.co.uk/why-bpe/blog/2018/07/the-new-automated-and-electric-vehicles-act-201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8/18/enacted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6-2017/0143/17143.pdf

2) 동 법에서 자율주행모드가 가능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
3) 자율주행차량이 자율주행모드로 동작할 때와 사람이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 각각에 대해 보험사와 차량
제조사/자율주행 프로그램 개발사 간에 책임 소재가 이원화될 수 있는 문제를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험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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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관련 의견수렴결과에 대한 답변서 발간 (2018. 8. 31.)
영국 정부가 《UK NIS 규정》에서 언급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보안 충족
요건과 관련해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발간 (2018. 8. 31.)

▶ 개요
o 영국 디지털ㆍ미디어ㆍ문화ㆍ스포츠부1)는 《UK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규정(The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Regulations(이하 NIS 규정))》 시행과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2)에
대한 의견 수렴(‘18년 3월~4월)3)에 따른 답변서4)를 발간함
- 영국 정부는 《EU NIS 지침》을 토대로 영국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가 정의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답변서를 발간
o 답변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업계로부터 접수된 12건의 의견을 토대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보안 조치 및 기타 지침(guidance)을 구체화함
- 대다수는 큰 틀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은 찬성하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유형별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UK NIS 규정》 제정 경과
o 영국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시한(‘19.3.)에 앞서, 산업과 경제 측면에서 EU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EU NIS 지침》에 대응하는 《UK NIS 지침5)》 초안을 발표(’17. 8.)

1)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DCMS)
2) Digital Service Providers(DSP). 《UK NIS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검색엔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의미함
3)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Targeted consultation on Digital Service Providers(2018. 3. 27.)
4)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Government response to targeted consultation on Digital Service Providers(2018. 8. 31.)
5) The Security of Network & Information Systems Directive. 2018년 4월 20일, 영국 의회가 NIS 지침을
공식승인하면서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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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8월~9월 《UK NIS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8년 1월 의견 수렴
결과 답변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8년 4월 《UK NIS 규정》을 제정함
- 그러나 《EU NIS 지침》의 핵심 내용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실행 규정》6)이 1월
말에 발표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UK NIS 규정》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18년 3월~4월 추가로 진행
< 《UK NIS 규정》 제정 및 발효 경과 >
시기

주요 내용

2017년 8월 8일

- 영국 정부, 《UK NIS 지침》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개시

2017년 9월 30일

- 《UK NIS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총 358건의 의견 수집)
- 《UK NIS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서 발간
- 답변서에서 추후 EU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실행 규정》이 발표되면

2018년 1월 29일

이를 참고하여 추가로 《UK NIS 지침》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범위와 보안요건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영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부 적용안을 확정하겠다고 약속

2018년 1월 30일

- 유럽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세부 실행 규정》을 관보에 게재

2018년 3월 27일

-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개시

2018년 4월 20일

- 영국 의회, 《UK NIS 규정》 제정 (《UK NIS 지침》을 《UK NIS 규정》으로 변경)

2018년 4월 29일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마감(12건의 의견 수집)

2018년 5월 10일

- 《UK NIS 규정》 발효

2018년 8월 31일

-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수렴 답변서 발간

▶ 주요내용
①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
o 《UK NIS 규정》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대해 답변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정의에 관한 해석은 《EU NIS 지침》에서
적용된 용어 활용 관행에 준하여, 모든 온라인 활동이나 SaaS7)로 잠재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 주체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언급
6) 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151(2018. 1. 30.).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 EU 문서
7)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는 중앙에 호스팅되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전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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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례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리적 제약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scaleable)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컴퓨팅 자원을 탄력적(elastic)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갖춘 사업자에
국한됨
o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이 일어나는 순수한 거래장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온라인 소매 매장은 포함하지 않음8)
- 한편, 《UK NIS 규정》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됨
② 구체적인 보안 조치
o 영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요구하는 보안 및 사고 보고 수단은 유럽집행
위원회의 실행 규정 기준에 준함
- 한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은 《UK NIS 규정》의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위기 상황에 대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의
적절한 수준 담보 ▲서비스 지속성을 위해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후
영향을 차단 또는 최소화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됨
- 영국 정보위원회는 향후 《UK NIS 규정》에서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지침을 발간해야 함
▶ 평가
o 영국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영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UK NIS 규정》 적용
범위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
※ Referen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7327/
NIS_DSP_Consultation_Response__Final___1_.pdf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the-security-of-network-and-information-sys
tems-directive#history
https://www.itgovernance.co.uk/blog/the-nis-directive-what-businesses-need-to-know/
https://www.technologylawdispatch.com/2018/09/privacy-data-protection/the-uk-responds-to-nisd-consulta
tion/?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

8) 즉,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구매와 거래를 개별 제품 판매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해당 제품 판매 웹사이트상에서
실제적인 구매와 거래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UK NIS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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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빌딩시스템 사이버ㆍ물리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2018. 9. 3.)
경제산업성이 빌딩 분야의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과 위협 요인별 세부 대책을 담은
《빌딩시스템 사이버ㆍ물리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2018. 9. 3.)

▶ 개요
o 일본 경제산업성이 빌딩제어 분야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빌딩시스템 사이버ㆍ물리
보안 대책 가이드라인(β판)1)》을 발표함
-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빌딩 엘리베이터와 공조 2) 등 제어기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소집, 태스크포스인 빌딩하위작업그룹3)을 설치해 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작성을 진행하였음
- 동 가이드라인은 중간 성과물로, 현재 빌딩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 버전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및 보완책을 다룰 예정
o 가이드라인은 ▲빌딩시스템을 둘러싼 상황 변화 ▲빌딩시스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 방식
▲빌딩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대책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4) 등으로 구성

▶ 주요내용
o 빌딩시스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설계ㆍ사양, 건설, 준공, 운용, 개보수, 폐기 등 각 생애주기 단계별 상이한 보안 대책
수립 필요
- 신축/기축, 대규모/중규모, 자사빌딩/임대빌딩 등 입주 빌딩 유형에 따라 보안 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함
1) 経済産業省ビルシステムのセキュリティ対策ガイドラインベータ版
2) 공기조화기술의 약어. 난방, 환기, 냉방 등을 통합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 영어로는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표현
3) 경제산업성이 운영하는 산업 심의회ㆍ연구회의 하나인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 산하 ‘작업그룹1(제도ㆍ
기술ㆍ표준화)’ 내 하위 그룹. 정식명칭은 ‘작업그룹1(빌딩하위작업그룹)‘
4) 본 가이드라인은 빌딩시스템의 사이버보안 대책 일반에 관한 것으로, 신축/기축, 소유/임대 등의 건물
유형이나 활용 형태에 따라 사이버보안 대책은 상이함. 따라서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에서는 각 건물
유형이나 활용형태 측면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대책 실행 수준과 설계사무소ㆍ건설사, 하청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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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감시센터, 기계실 등 보안 관련 기기의 설치 장소에 따라 위협 발생 시기와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함
o 전체 관리와 기기별 관리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해 빌딩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위협, 위기
요인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함
- (전체 관리 영역) ▲구성정보ㆍ관리정보 ▲백업데이터ㆍ사업지속성 ▲회사ㆍ임직원
관리 ▲관리 체제 마련 등의 하위 항목별로 보안 정책을 제시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 빌딩시스템 설계 사양에 보안 정책 및 빌딩 데이터 백업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ㆍ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통해 보안 취약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빌딩시스템에
기존에 설치된 기기ㆍ시스템과 타 기기ㆍ시스템과의 접속성 및 호환성 확보
ㆍ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절차 마련
ㆍ 빌딩시스템 운영관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의무화
- (기기별 관리 영역) ▲네트워크 ▲감시센터 ▲기계실/제어반 박스5) 등의 하위 항목별로
보안 정책을 제시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 빌딩 내 불필요한 통신을 최소화하며 외부와의 통신 역시 반드시 방화벽을 경유
하도록 하되 통신 접속 지점 최소화
ㆍ 감시센터 내 출입자 등록 관리와 허가된 작업자 이외의 타 작업자에 대해 물리적인
접근 통제 강화
ㆍ 빌딩시스템이나 제어 관련 기기의 접속 로그 기록과 조작 이력을 적절히 관리
▶ 전망
o 빌딩시스템은 오랫동안 기기 제어 계통을 중심으로 자체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사이버보안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영역이었으나, 최근 빌딩 기기의 인터넷 접속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보안 취약성이 부각 되고 있음
o 산업계의 기술 환경 변화와 사이버보안 공격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향후 주요 산업별로
특화된 보안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Reference
http://www.meti.go.jp/press/2018/09/20180903003/20180903003.html
http://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sangyo_cyber/wg_seido/wg_building/pdf/20180903_01.pdf
5) 빌딩 내 기기 제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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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現) 법과사회이론학회 총무이사
• (現)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
• (前)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융합보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용어는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로 인한 국가 및 사회 혁신을 대변하는 용어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기술 담론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핵심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해 온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과거와는 다른 담론 지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신기술의 급진전은 정보통신 기술 그 자체가 우리의 생활 영역 곳곳에 자연
스럽게 스며들게 해줌으로써, 또한 그 영향력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적 영향력은 국가ㆍ사회적 편익과 순기능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이러한 기술들로 인한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단순히 데이터 자체의 안전한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당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도처에 존재
하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일상생활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데이터는 저기 어딘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다. 이는 달리
말하여 데이터의 생성과 유통, 그리고 활용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자 등 개별 주체에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 등의 강제를 통해 안전한 정보의 활용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할 것인지 자체를 예견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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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술적 발전이 현출하는 위험을 온전히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위험을 신속하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
에서 과거와 같은 행정적 규제를 위한 입법조치보다는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의 쟁점을 핵심적인 용어로 요약해 보자면
“융합보안” 환경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융합보안이 가지는 의미는
사회 및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특성들을 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행 정보보호 법제들의 구조와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현행법 자체가 다분히 정보통신망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융합기술의 근간에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상정해 본다면, 실생활 속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문제를 현행법은
적절히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융합보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정 시설이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법제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보호라는 관점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규율범위로 끌어들여 이와 관련한 모든 사업자 및 이용자들에게 모종의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거나 행위규제를 이행하게 되면,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규율대상과 이에 따른 규제적 특수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규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도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융합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적
규제방식부터 고려하게 되는 경우, 기술적 발전의 편향성을 발생시키거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위험관리적 대응체계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행정규제보다는 국가 공동체적
수준의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개별 규제법제의 개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는 규제대안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제 개선 작업을 병행
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재 법제 개선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입법정책적 대응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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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정보보호 법제 개선 동향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정보보호
법제 및 그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국가별로 이미 이전부터 정보보호를
위한 법령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의 정보보호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적인 규정보다는 국가별 입법 동향의 주안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은 2015년 12월 18일 민ㆍ관 사이버보안 위협정보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15) 을 제정하였다. 이미 미국에서는 ｢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을 중심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사이버
보안법｣ 등 다수의 개별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테러ㆍ
공격 및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및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
추세에 따라,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수준의 실효적 강화와 사이버 위협정보에 대한 민ㆍ관
정보공유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추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국장, 국토안보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연방기관과 비연방기관(민간기관, 주ㆍ지방정부 등 포함) 간
사이버위협지표 및 방어조치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 구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민간기관이 사이버보안 목적으로 정보시스템과 정보를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방어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민간 기관이
이 법에 따라 사이버위협지표와 방어조치를 모니터링, 공유ㆍ제공 받는 행위는 소송의
원인(cause of action)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반독점법에 따른 책임 면제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국토안보부의 ‘국가사이버보안정보통합센터(NCCIC)’에 사이버
보안위협지표 및 방어조치 정보, 사이버보안 위험과 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2014년 11월 12일 ｢사이버보안기본법(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을 제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사이버보안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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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공간
에서 표적형 공격메일 등에 의한 기밀정보와 기술정보의 절취, 그리고 금융, 전력, 철도 등
중요 인프라(사회기반)에 대한 공격과 같은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가해지고 있어, 일본정부는 정보
통신 인프라 정비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활용에 의한 행정, 의료, 교육 분야를 시작
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사이버위협에 대처
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을 포함하는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 사이버보안체제의
강화를 위해 동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사이버보안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본이념,
보안전략, 기본시책 등 수립ㆍ이행 및 사이버보안 전략본부 설치ㆍ운영(내각 소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적 목적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일본 정보통신 법제의 기본법인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에 대하여
동 법이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중요사회기반사업자 및 사이버관련 사업자에게는 해당 서비스 및 사업 활동을 안정적
으로 적절히 제공하고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사이버 시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협력해야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유럽연합

2016년 8월 유럽연합은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NIS) Directive)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별 상이한 규범 수준 및 보호 역량,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부족 등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지침은 기본적
으로 회원국의 사이버보안 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중요인프라 보호
조치 등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법제화를 이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회원국은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하,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기반서비스(essential
service) 제공자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igital service provider)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침해사고 발생 시 사회기반서비스 제공자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회원국의 담당기관 등에 통지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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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지를 받은 담당기관 등은 침해사고가 다른 회원국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도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법 체계와 쟁점
(1) 정보보호 법제의 난립
이상과 같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 대응동향을 개관해 보면,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규제조항의 개선보다는 국가 공동체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정보보호 사안의 대응 자체가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융합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공유 및
조직법적 대응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도 융합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체계 재구성 및 보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들은 정보보호와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에 비하여 더욱 복잡한 법제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법제 상황은 정보보호 사안에 국가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응체계 및 방식에 있어
혼선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정보보호 정책 추진 및 대응에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대응체계라는 측면에서 정보보호와 직결될 수 있는 법률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공공 및 민간영역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으로서, 유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동 법은 종합적으로 보자면 법률 단위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정보보호 정책의 핵심적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대통령훈령으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이
있는데, 이 영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주요 규율대상으로 하는 속성을 가진다.
또한, 법률적 단위에서 정보보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 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동 법의 성격상 민간분야의 정보보호에 관한 행정규제와 대응체계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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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에 관해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직접적인 행정규제보다는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관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법률들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물론 이 법률들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을 다소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보보호 유관 법률들의 난립은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관련
사업자나 정부부처들이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제시해주는 것은 어쩌면
규제 및 대응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복합적 대응에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 제정단계에서 치밀하게 체계적 정합성을
숙고 및 고려했을 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법률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개별 기준 간의 상이점이 발생하거나 규정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응체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잡성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2) 현행 정보보호 법제 개선 쟁점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는 현행 정보보호 법제들의 개별 조문상 개선
소요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대응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입각
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의 법제 개선 쟁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보보호 정책 추친체계 또는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전반적인 정보보호 총괄 추진체계로 상정할 수 있을만한 조직이 불명확하다. 물론
공공과 민간 영역에 있어 각각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추로서 역할을 담당
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포괄하여 정책 및 대응상의 일관성을 확보해 낼 수 있는 추진체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물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법이 포괄하는 규율범위가 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총괄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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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보호 법제 간 내용과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거버
넌스 체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준거 법령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보보호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규제들은 이와 유사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활용되는 입법기술 및 입법모델은 바로 기본법 제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령간 체계성을 확보해낸 사례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사실상 난립하고 있는 법률들 모두가 소관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보호 사안이라는 특수성을 정점으로 하는 법제를
실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융합보안 요청에 대응하는 개별 규제 및 기준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제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행정규제 관념을 전제로 형성되어 왔다. 국가기관이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관련 영역에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전통적 관념에 입각한 규제체계가 정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안 자체가
명확하고 고정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융합보안 환경에서는 사전에 예측
하기 힘든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은 위험
관리적 관념을 전제로 한 법체계로의 전환을 개별 조문 개정들을 통하여 시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ISMS 등과 같은 각종 인증제도와 정보통신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취약점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정보보호 규제관념 혁신의 필요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보호 환경에 대응하기 위
하여,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산업 그 자체의
육성 못지않게, 그러한 산업 및 기술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은 새로운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개별 규정 개선 노력과 더불어, 체계정비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중의 난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정보보호 정책 및 입법의 문제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관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융합보안 환경에서 전통적인 정보보호 규제 관념은 이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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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행정부처 및 규제기관은 단순한 규제기준 제시 및 집행을 통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모두 차단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민간영역이나 개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당대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해 가장 최선의 정보보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정보보호 규제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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