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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및 시행 2018. 10. 2.)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이유
o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일반 유흥 주점업 및 무도 유흥
주점업 등 5개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을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ㆍ자금세탁ㆍ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추가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20조의3제1호의2 신설 등)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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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10. 30., 시행 2018. 11. 1.)

▶ 소관부처 : 법무부
▶ 제안이유
o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 등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등이 적혀 있고,

전자서명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작성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
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함
(제4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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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10. 16., 시행 2018. 10. 18.)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에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양수ㆍ상속ㆍ합병ㆍ분할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제5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제8조 및 별표 3)
-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사업을 폐지
하도록 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o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등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소상공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제10조)
o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약관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제13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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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10. 23., 시행 2018. 10. 25.)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o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및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제13조의5제1항 신설)
- 온라인으로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려는 자는 이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10기가바이트
이상의 호스트서버를 갖추어야함
- 이용약관(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 모두 포함)과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개설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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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및 시행 2018. 10. 25.)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o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
됨에 따라, 사고조사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중대한 사고의 범위, 사고보고의 방법, 사고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영상기술의 발전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함
(제6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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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수십만명의 회원 및 팔로워를 두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광고성 글로 유혹을 하거나
악성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갑질을 하는 이른바 파워블로거를 사칭한 블랙컨슈머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o 실제 이들은 SNS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공짜음식 및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근거
없는 악성 및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대상업체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심지어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o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비도의적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
지대에 있음
▶ 주요내용
o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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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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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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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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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대표발의, 2018. 10.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삼차원프린팅 기술개발 지원 기관은 있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을 가져올 핵심 기술인 삼차원프린팅 R&D(연구개발) 전문 연구소가
없어 삼차원프린팅 확산에 따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로 국내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주요 선진국들은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 지원과 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사례 : 미국(America Makes(구, NAMII), 중국(국가적층제조혁신센터), 싱가포르(NAMC)

o 국내 삼차원 프린팅 기술은 핵심 기술역량 부족으로 고가 산업용 장비기술의 경쟁력이
낮으며, 소재ㆍ소프트웨어 기술개발도 미흡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o 그러나, 국내의 삼차원프린팅 기술 수요가 시제품 제작 위주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산업화ㆍ상용화 기술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
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삼차원프린팅 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고,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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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8. 10.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를 도시 내에 접목하여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
도시를 지정하고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스마트도시기술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건설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시범도시에서만이라도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쏘카 등
차량대여사업의 특례를 마련하여 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35조의2 신설)

o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o 국가시범도시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o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
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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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18. 10.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ㆍ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특화
단지 조성,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o 이러한 시점에 각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원활히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민간기업 및 전문가의 사업 참여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o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
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o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
(안 제9조의2)

o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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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개명 신고, 출생
신고 등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는 신고 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류의 위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그 대상이 아닌 사망 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o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의 경우에는 제출서류의 증명력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ㆍ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출생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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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18. 10. 2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o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
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주요내용
o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o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하는 경우 휴대용 전화와
영상표시장치를 사용ㆍ조작할 수 있고,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율주행자동차를 직접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함(안 제7조)
o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o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21조)
o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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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8. 10.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해 주고자 사기의심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방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한편, 최근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는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o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
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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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10.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
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o 이는 현행법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와는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 이 법의
규정에서 적용 예외가 되는 점을 악용한 것임
o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기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 예외를 악용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현재 이 법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
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3조4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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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o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ㆍ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주요내용
o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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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10.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o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ㆍ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주요내용
o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1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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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o 가까운 미래에 ICT 융합서비스업의 핵심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R/VR,
스마트시티/공장, 자율주행차 등)을 통한 신사업의 출현으로 산업분야의 대대적 재편,
생산 체계와 경제 구조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이러한 큰 변화인 제4차 산업혁명(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ICT 융합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경우 현재 정체되어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o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ICT 융합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ICT 설비투자 또는 IoT기기, 자동화로봇, 인공지능 등에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을 이미 시행 중에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아직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ICT 융합서비스 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ICT 융합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과 5G
이동통신망 및 IoT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선행 인프라로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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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자통신기구,
데이터경제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2018. 10. 10.)
유럽전자통신기구(BEREC)는 전자통신분야에서 데이터경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기관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소비자와 통신기업, 디지털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 (2018. 10. 10.)

▶ 개요
o 2018년 10월 10일, EU 회원국 전자통신분야 규제기관연합체인 유럽전자통신기구(the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는 데이터경제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개시하였음
- 이번 의견수렴은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논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유럽전자통신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한 설명 및 유럽
전자통신기구의 입장ㆍ권장사항 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ㆍ대중의
피드백이나 기타 의견 등을 요청하기 위함
- 유럽전자통신기구의 의견수렴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 소비자, 협회, 연구자 등 데이터경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심을 가진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유럽전자통신기구는 제출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2019년 중반
데이터경제에 관한 이슈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
▶ 주요내용
o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문서의 도입 부분에서는 데이터와 통신 부문에 대한 기존의 주요
법제를 언급
- 여기에는 ▲EU 통신정책 패키지(The EU telecommunications Policy Package)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
통신지침(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중 통신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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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견수렴 문서에서 다루는 5가지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① 유럽전자통신기구가 고려해야 할 데이터경제 관련 일반 문제
- 유럽전자통신기구는 ▲데이터경제의 정의 ▲데이터의 특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류학(taxonomy) 관점에서의 데이터의 구분법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
② 데이터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전자통신서비스
- 유럽전자통신기구는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데이터경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함
③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데이터경제
- 데이터 사용이 전자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
- 유럽전자통신기구는 ▲통신 가치사슬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전자통신서비스 제공
업체가 익명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통신 데이터 수집에 따라 발생한 고객
입장에서의 기회와 위기 요인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
④ 국가규제기관의 활동
- 데이터경제의 맥락에서 국가규제기관은 대량의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도구(예를 들어
Apache Hadoop, SAP HANA 등)를 활용해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의
일부를 일반 대중과 공유할 수 있음
- 유럽전자통신기구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국가규제기관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을 요청하고, 규제기관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
또는 특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여 데이터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요청
⑤ 전자통신분야 국가규제기관의 데이터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
- 전자통신분야 국가규제기관이 담당하였던 다음의 업무 영역에서 데이터경제 촉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
· 전자통신시장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 시장 지배력 및 규제에 대한 잠재적 필요성 평가
· 사전 규제 적용
·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드는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을 줄이는 데이터이동성 체계개발
·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화에 대한 감독
· 도매망(wholesale access) 시장 개발에 대한 보호
- 데이터 보호 당국 등 다른 규제기관과의 잠재적 협력을 통한 데이터경제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도 피드백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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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o 최근까지 데이터경제와 관련된 규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나 빅데이터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 공개 의견수렴을 기점으로 전자통신 관련 규제기관 역시
유럽 데이터경제 및 관련 규제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iot-update-berec-launches-public-consultation-data-economy
https://berec.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public_consultations/8245-berec-publi
c-consultation-on-the-data-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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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법안 가결 (2018. 10. 3.)
미국 상원에서 《국토안보법》을 개정하여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보안프로그램부를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법안》이
통과됨 (2018. 10. 3.)

▶ 개요
o 2017년 12월 하원을 통과한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법안(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Act of 2018)》이 상원에서 가결됨
- 동 법은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을 개정해 국토
안보부 산하 국가보안프로그램부(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1)를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격상할 것을 규정
▶ 주요내용
o 국토안보부의 국가보안프로그램부는 동 법 시행일부터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으로
변경되며,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장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이버보안 및 기반
시설 보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함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장과 국토안보부 장관의 책임>
구분

주요 내용
Ÿ 사이버보안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주도하며,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조율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장

Ÿ 주요기반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지원과 분석 등을
제공하고, 분야별 관할부처2)와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체계 개발
Ÿ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보호기관의 종합적 전략과 위험평가 계획을
개발ㆍ조정ㆍ시행하고, 사이버보안과 기반시설보호, 긴급통신 분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활동 수행

1) 사이버 및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연방 네트워크와 주요기반시설의 보호를 담당
2) Sector-Specific Agencies. 화학, 통신, 댐, 에너지, 긴급서비스, 정보기술, 의료, 식품ㆍ농업, 수자원, 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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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Ÿ 미국 영토에 대한 테러 위협의 성격과 범위 확인ㆍ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정보와 첩보자료, 연방과 지방 정부기관, 민간의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분석 수행
Ÿ 미국의 핵심자원과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종합적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국토 안보에 대한 테러 및 기타 위협과 관련해 연방 및 주

국토안보부 장관

정부, 지방정부 기관이 취해야 할 보호조치를 제안하기 위한 관련
정보 취합, 분석 및 취약점 평가
Ÿ 주요기반시설의 분야별 관할기관과 협력해 발전ㆍ배전시스템, 정보기술
통신시스템, 전자금융 기록 저장 및 전송시스템, 긴급통신시스템 등의
핵심자원과 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 계획을 개발
Ÿ 연방과 주, 지방 정부기관 간 국토안보 관련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분석과 개선사항 제안

o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은 ▲사이버보안국(Cybersecurity Division) ▲기반시설
보호국(Infrastructure

Security

Division)

▲긴급통신국(Emergency

Communication

Division)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차관보급을 각국의 국장으로 임명함
- 사이버보안국은 연방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된 활동을 총괄하며, 기반시설
보호국은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활동을 총괄함
- 긴급통신국은 비상사태 시 긴급구조자 및 공무원이 사용하는 통신체계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연방과 주, 지방 정부의 긴급통신 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ㆍ지침을 제공함
▶ 시사점
o 미 의회는 국가보안프로그램부의 모호한 명칭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담당하는 관할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위상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보안 및 기반보호 기관으로 격상 추진
- 향후 사이버보안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 업무가 한층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115/bills/hr3359/BILLS-115hr3359eas.pdf
https://thehill.com/policy/cybersecurity/409804-senate-passes-key-cyber-bill-cementing-cybersecurity-agency-at-dhs
https://www.nextgov.com/cybersecurity/2018/10/senate-agrees-federal-cybersecurity-office-should-have-name-match/151791/
주요기반시설 각 분야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을 지칭. 일례로 화학, 통신 분야의 관할기관은 국토안보부이며,
에너지 분야의 관할기관은 에너지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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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자율주행차량 3.0 발표 (2018. 10. 4.)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량을 교통체계에 통합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과 규제 방향을
제시한 《자율주행차량 3.0》을 발표함 (2018. 10. 4.)

▶ 개요
o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ㆍ도입에 관한 정책과 규제 방향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량 3.01)》을 발표하였음
- 《자율주행차량 3.0》의 목적은 자율주행차량의 연구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방정부 및 민간 분야와 협력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함
-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6대 원칙과 5대 핵심 전략을 밝히고 자율주행
차량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도로교통안전국(NHTSA2)),

연방자동차운송업체안전국

(FMCSA3)) 등 연방규제기관의 역할을 규정
- 교통부는 《자율주행차량 3.0》이 2017년 9월 발표된 《자율주행시스템 2.0》4)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주요내용
o 교통부 자율주행 정책 방향의 토대가 될 6대 원칙은 ▲안전 중심 ▲기술 중립 ▲규제
현대화 ▲규제환경과 운영환경 일치 ▲자율주행에 적극 대비 ▲시민이 누리는 자유
보호ㆍ강화임
-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은 ▲이해관계자5)와 대중의 참여
▲이해관계자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와 정책방향 연구 ▲자발적 기술 표준의 개발 지원
▲향후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될 기술연구 수행 ▲규제 현대화임

1)
2)
3)
4)

Automated Vehicles 3.0: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차량 안전과 관련된 규제 담당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상업용 운송 차량 규제 담당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A Vision for Safety.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12개 안전
요소를 규정한 자발적인 지침, 자율주행차량 규제와 관련된 연방ㆍ주정부의 역할 명시
5) 자동차 제조업체, 기술개발업체, 상업용 차량운송업체,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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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부는 자율주행차량을 교통체계에 안전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주요 연방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주요 연방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관

역할과 책임

도로교통안전국

Ÿ 인간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미국연방자동차
안전기준(FMVSS)6)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주행
차량 시험을 위한 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 면제7)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연방자동차운송업체
안전국
연방고속도로관리국8)

Ÿ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상업용 운송 차량의 보급을 저해하는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작업 추진
Ÿ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기술을 반영해 2009 미국표준교통통제설비매뉴얼
(MUTCD))9)에 대한 업데이트 계획 수립

o 교통부는 교통 관련 정책 수립 시 “운전자(driver)”와 “운행자(operator)”의 정의를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시켜 해석하겠다는 방침도 밝힘
-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시험운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2017년 1월 지정한 10개의
자율주행차량 실험장을 폐지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
o 교통부는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들에게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자체
안전평가의 실시와 자발적 기술 표준의 개발을 권고하는 한편,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자율주행기술 발전과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상반되는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
▶ 시사점
o 자율주행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자율주행차량 3.0》을
통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자율주행시스템 2.0》에 제시된 자율주행차량 업계의 자발적인 지침 시행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

6)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관리하는 자동차 안전규격으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차는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함
7) 제조업체는 새로운 차량 안전 기능이나 저공해 차량의 개발이나 현장 평가 등을 위해 연방자동차안전기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8) 미국의 고속도로, 교량, 터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관할하는 교통부 산하기관
9)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통제설비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미국 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방의 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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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https://www.transportation.gov/av/3/preparing-future-transportation-automated-vehicles-3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dot-aims-to-create-flexible-regulatory-framework-automated-vehicle-technology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745616/cycling+rail+road/Automated+Vehicles+30+Preparing+for+the+Future+
of+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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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연방항공청 재승인법 공포 (2018. 10. 5.)
미국 정부가 모형항공기 규정을 폐지하고 가시권 조정 범위를 확대하며 무인항공기 등록 및
조종사 테스트를 의무화한 《연방항공청 재승인법》을 공포함 (2018. 10. 5.)

▶ 개요
o 미국 정부가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 대한 재승인과 함께
취미용 드론의 활용 조건을 다룬 《연방항공청 재승인법1)》을 공포함
- 동 법은 연방항공청에 대한 2019-2023년 5개년 동안의 예산 집행(제1장), 연방항공청
안전 인증 프로그램 개혁(제2장), 안전(제3장), 공항 서비스 개선(제4장), 기타(제5장)로 구성
- 동 법은 예산안, 항공사 고객 서비스, 항공 안전, 공항세, 드론 운항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o 《연방항공청 재승인법》의 항공 안전 및 드론 운항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2년에 제정된 《항공운항 현대화 개정법2)》의 336절(Section 336)의 모형항공기 규정을
삭제하고, 가시권 조종의 범위를 물리적인 관찰 하의 무인항공기 조종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한 원격 조종으로까지 확대
- 또한, 안전 위협에 대비해 연방항공청에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새롭게 반영

▶ 주요내용
① (모형항공기 예외 조항 삭제) 《항공운항 현대화 개정법》에 명시된 모형항공기 예외
조항3)을 삭제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범위에 모형항공기를 포함해 원격으로 조종되는
모든 소형 비행기로 무인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함
- 기존 《항공운항 현대화 개정법》에서는 다음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무인항공기를
모형항공기로 정의하였고, 모형항공기는 일반적인 무인항공기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 항목으로 별도 취급하였음4)
1)
2)
3)
4)

H.R.302, FAA Reauthorization Act of 2018, 2018.10.5
H.R.658,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2012.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Section 336, Special Rule for Model Aircraft
모형항공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 일반적인 무인항공기(드론)와 별도로 취급했으나 예외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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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대기 상에서 지속적인 비행이 가능
ㆍ 조종사의 가시권 내에 비행
ㆍ 취미나 오락을 목적으로 비행
- 또한, 모형항공기는 전국 각 지역 기반의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항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모형항공기는 일반 무인항공기의 규제를 받지 않음5)
- 그러나 이번 2018년 《연방항공청 재승인법》에서는 《항공운항 현대화 개정법》의 336절
(예외조항)을 일괄 삭제함으로써 원격으로 조작되는 모형항공기, 장난감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포함한 모든 소형 비행기를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systems)로 통칭해
《연방항공청 재승인법》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 《연방항공청 재승인법》 도입으로 인해 연방항공청의 주도하에 안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 모형항공기 동호회는 가이드라인 개발 시 협조하여야
하고, 모형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필요했던 동호회 소속 의무 조항도
폐기
② (조종 범위 확대) 무인항공기는 가시권 내의 조종이나 조종사와의 직접 통신에 의한 시각
관찰 장비를 갖춘 경우 운항이 가능(349절)
- 기존 법제 하에서는 드론에 대해 물리적인 가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조종이 허용
되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드론의 시야로 항로를 원격
관찰하여 조종하는, 이른바 1인칭 시점(FPV, First Person View) 운항 조작이 가능해짐
③ (무인항공기 등록 및 조종사 테스트 의무화) 모든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등록해야 하며, 조종사는 항공 지식 및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함(349절)
- 테스트는 연방항공청이 무인항공기 제조업체, 산업계 이해관계자 및 모형항공기 동호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동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함
④ (정부에 무인항공기 해킹 권한 부여) 연방항공청은 특정 시설과 자산을 무인항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소유자나 조종사의 동의가 없이도 통신 교란과 제어 등의
해킹을 통해 위협 소지가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해 통제권을 장악하거나 탈취할 수 있음
(1602절)

함으로써 모형항공기도 무인항공기에 포함함
5) 사실상 연방항공청은 모형항공기를 《항공운항 현대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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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무인항공기의 활용을 합법화하고 무인항공기 조종 범위를 확대하여 드론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연방항공청에 무인항공기 통제권을 부여한 점은 프라이
버시 침해 논란을 야기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115/bills/hr302/BILLS-115hr302enr.pdf
https://spectrum.ieee.org/automaton/robotics/drones/new-faa-rules-for-drones-go-into-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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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사이버ㆍ물리보안 대책 프레임워크 개정안 발표 (2018. 10. 1.)
일본 경제산업성이 민간 기업 정보보호를 위해 작성한 산업 보안 가이드 문서인 《사이버ㆍ물리
보안 대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 (2018. 10. 1.)

▶ 개요
o 경제산업성은 《사이버ㆍ물리보안 대책 프레임워크안》1)‘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와
개정안을 공표
- 동 프레임워크는 ‘Society 5.02)’과 ‘Connected Industries3)’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
산업성 내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 워킹그룹14)이 주축이 되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보안 대책을 정리한 것
- 민간 사업자를 위한 일종의 자발적 가이드로, 기업들은 프레임워크 준수를 통하여 국가
이니셔티브 실행에 요구되는 보안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제품ㆍ서비스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경제산업성은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업계로부터 총 318건의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후 정부 입장을 발표
- 동 프레임워크는 의견수렴한 내용을 반영한 업데이트 버전으로, 향후에도 경제산업성은 이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보완 업데이트할 계획
▶ 주요내용
o (프레임워크 구조) 프레임워크는 ▲3개의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각 계층은 6가지
구성요소(조직, 사람, 사물, 데이터, 절차, 시스템)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
1) サイバー・フィジカル・セキュリティ対策フレームワーク（案）
2) 2017년 일본 정부는 《미래 투자전략 2017》을 통해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써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로봇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하여 현재 일본이 직면한 산업, 사회 및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ciety 5.0’을 실천 목표로 설정.
실천방안으로는 ▲가치 원천 창출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의 2가지 축을 제시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의료 ▲이동수단 ▲공급망 ▲건설 ▲핀테크의 5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및 규제
수립 방향성을 구체화시키기로 함
3) Society 5.0의 실천 방안의 하나인 ‘가치 원천 창출’과 관련하여, 물건-사람-기계ㆍ시스템, 기업-기업, 제조업
-소비자 등을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하위 전략
4) 경제산업성이 제조/정보/유통ㆍ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 중 하나로, ‘워킹그룹1’은 제도ㆍ기술ㆍ
표준화, 분야횡단 하위워킹그룹, 빌딩 하위워킹그룹, 전력 하위워킹그룹으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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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 ‘사이버ㆍ물리보안 대책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구성 >
구분

부가가치 창출과정의 3개 계층과 계층별 프레임워크 구성 내용
제2계층: 물리공간과
제3계층: 사이버 공간
제1계층: 기업간 연결
사이버공간 간의 연계
내의 연계

계층
구조

구성

계층별 6대 구성요소: 조직, 사람, 사물, 데이터, 절차 및 시스템

요소
보안 위협

- 멀웨어의 제품 내 침입

제작과 서비스 제공

으로 오류없이 데이터 전달 - 사이버 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 조직 간 신뢰
구체적인
대책

- IoT 검증
- 관리 규정 검증

-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정비
대책

- 보안 위기 관리

수립을

- 공급망과의 보수 계약

위한

보안대책을 위한 PDCA7)

세부적인

- 네트워크 내 데이터 조작

- 조직 정보 유출
- 제어 기능 공격
- 데이터 서비스 위ㆍ변조5)
- 표준 사양을 준수한 제품 -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 - 안전한 데이터 유통

준수 사항
계층별

- 계측 데이터 조작

-

실시

- 정기적인 교육ㆍ훈련

점검 항목

- 사물, 시스템 등의 자산 관리 등

예시

※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개
항목 예시

- 사이버 복원력 확보
- 보안 설계 내재화

데이터 서비스 제공
- 암호화에 의한 데이터 보호

- 안전한 IoT 기기 도입

-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용

신뢰성6)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 보안 대책을 지원하는 IoT
기기 도입
- IoT 기기의 보안 설계 실천
- 기기 안전을 고려한 IoT
기기 도입
- 정품 IoT 기기 도입
- IoT 기기의 적절한 보안 설정 등
※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총 21개
항목 예시

공급업체 선정
- 사이버 공간 비허가 로그인
대책 수립
- 사이버 공간 접속자 인증 및
IoT 기기, 서버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비허가 접근
대책 제안
- IoT 기기, 서버 등의 적절한
폐기 절차 마련 등
※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총 23개
항목 예시

o (계층)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로봇 등 데이터 기반 4차 산업 분야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3개의 계층으로 구분
- (1계층) 기업간 연결: 기존의 공급망을 의미하며, 신뢰를 토대로 기업 각 주체들을 연결하기 위한 계층
- (2계층) 물리ㆍ사이버 공간간 연계: IoT 센서를 매개로 물리 영역 내의 데이터를 사이버
영역으로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계층
- (3계층) 사이버 공간 내 연계 기업간 연결: 사이버 영역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계층
5) 데이터 서비스의 사칭 또는 변조를 통해 개인ㆍ회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짜 웹사이트 등)
6)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는 외부 공격에 의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안전한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
7) PDCA(Plan-Do-Check-Act Cycle): 사업 활동에서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의 4가지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업무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는 프로세스. 미국의 William Edwards Deming, Walter Andrew Shewhart 등의 학자들이 개발한
사업 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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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층 구성요소) 프레임워크의 각 계층은 공통적으로 6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기업은 구성요소별로 보안 대책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함
- 프레임워크의 각 계층을 이루는 6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ㆍ (조직) 가치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ㆍ단체
ㆍ (사람) 조직에 속한 사람 및 가치 창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ㆍ (사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제품
ㆍ (데이터) 물리 공간에서 수집한 정보 및 공유ㆍ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된 정보
ㆍ (절차)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형화된 일련의 활동
ㆍ (시스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로 구성된 체계 및 인프라
o (프레임워크 구성) 프레임워크의 3개 계층은 각각 ▲보안 위협 ▲준수사항 ▲구체적인
대책 ▲구성요소별 세부적인 점검 항목 예시 등으로 구성
▶ 시사점
o 사이버보안과 물리보안에 대해 통합적 차원에서 산업 공급망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보안을 위한 단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Reference
http://www.meti.go.jp/press/2018/10/20181001004/20181001004.html
http://www.meti.go.jp/press/2018/10/20181001004/20181001004-3.pdf
http://www.meti.go.jp/press/2018/05/20180502003/20180502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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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초안 발표 (2018. 10. 19.)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초안)》을 발표하고 11월 2일
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2018. 10. 19.)

▶ 개요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11월 2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번 관리규정의 목적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체계적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익을 수호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와 규정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o 중국 국경 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규정에서
지칭하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해 웹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의미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ㆍ감독을 총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각 지역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
o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인터넷정보
판공실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식, 응용 분야, 서버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 등기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각 지역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등록서류를 수령한 후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20일
(업무일 기준) 이내 등록번호를 발급하며, 블록체인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 등의 플랫폼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 신문, 출판, 교육, 보건의료, 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등록 수속에 앞서 관할부처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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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국가 안전
위협 및 사회질서 교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 행위 ▲불법
콘텐츠 제작ㆍ복제ㆍ발행ㆍ유포를 해서는 안 됨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발행ㆍ기록ㆍ저장ㆍ유포된 불법 콘텐츠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여건을 갖춰야 함
o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신분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 대한 신원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인증을 거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관리규칙과 플랫폼 규약을 제정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사용자가 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나 서비스 제한,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법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함
-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와 로그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백업
자료는 6개월 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해야 함
o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관할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ㆍ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와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발해 출시할 경우 해당 지역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고 안전평가를 받아야 함
o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및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상황이 엄중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면 경우에 따라1)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5천 위안~3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내림
▶ 평가
o 사용자 실명 등록과 불법 콘텐츠 관리조치를 요구하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임의 삭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블록체인의 핵심 특징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Reference
http://www.cac.gov.cn/2018-10/19/c_1123585598.htm1791/
https://www.scmp.com/tech/blockchain/article/2169613/china-requires-blockchain-based-information-service-providers
https://www.coindesk.com/chinas-internet-censor-releases-draft-regulation-for-blockchain-startups/
1)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정보를 허위로 기입한 경우, 블록체인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불법 콘텐츠의 제작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보보안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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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사이버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現)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前)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오늘날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기업,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
또한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가전제품전시회인 ‘CES 2018’에서도
사이버보안이 중요 관심사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사이버보안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소개한 기업이 30여개에 이를 정도로 사이버보안이 중요 화두였다.
세계 각국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 국가 정보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보안 관련 법을 제정
하고 있는데, 각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 제정은 글로벌 기업 및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게는 기업활동에 대한 중대한 규제 및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EU의 사이버보안법 제정 추진 및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제정 등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등장 등 환경 변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이버보안 분야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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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향
2017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사이버보안법의 초안을 채택해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제출하였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7년 10월
부터 위 초안에 대한 검토하였으며, 2018년 5월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proposal)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6월 공식적으로 이를 채택한다고 발표하였다.1)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ment)와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proposal)에 따르면, EU는 유럽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EU 정보보호기구(ENISA3))를 EU 사이버보안기구(EU Cybersecurity Agency)로
확대 개편하고, 사이버보안기구는 EU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IT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권한을 가진다.4)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그 동안
권고에 그쳤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관련 EU
기관을 지원한다.5)
둘째, 새롭게 도입되는 사이버보안 인증제(cybersecurity certification)는 ICT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제도로서 강제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EU가 제정하려는 사이버보안법은 ENISA가 확대 개편되는 사이버보안기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이버보안기구는 EU의 사이버보안 인증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1) The EU is to enhance its cyber resilience by setting up an EU-wide certification framework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ducts, services and processes. The industry could
use the new mechanism to certify products such as connected cars and smart medical devices. The
Council today agreed its general approach on the proposal, known as the Cybersecurity Act. The
proposal will also upgrade the current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ENISA) into a permanent EU agency for cybersecurity.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6/08/eu-to-create-a-common-cybersecuri
ty-certification-framework-and-beef-up-its-agency-council-agrees-its-position/)
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법제동향』 2018.6. 21-22면.
3)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4) Article 8 중 일부 “The Agency shall suppor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on
policy on cybersecurity certification of ICT products and services, as established in Title III of this Regulation.”
5) Article 4 중 일부 2. The Agency shall assist the Union institutions, agencies and bodies, as well as
Member Stat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cybersecurity.
6. The Agency shall promote the use of certification, including 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cybersecurity certification framework at Union level in accordance with Title III
of this Regulation, with a view to increasing transparency of cybersecurity assurance of ICT products
and services and thus strengthen trust in the digital inter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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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향
일본은 2014년 11월 사이버보안기본법(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을 제정 공포했다.
사이버보안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사이버 보안 전략, 제3장 기본적 시책, 제4장
사이버보안 전략본부, 제5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사이버보안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6) 사이버보안 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 내각관방에 사이버
보안전략본부가 설치되고, 기존 정보보호센터가 국가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 : NISC)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림> 일본의 사이버보안 정책 대응체계
출처 : 배상균(2018) 재인용

6) 일본 사이버보안기본법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이버시큐리티」란 전자적 방식, 전기적 방식 기타
타인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기록 및 수・발신되는
정보의 유출,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타 당해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고 한다)를 통한 전자계산기 (컴퓨터 등)에 대한
부정한 활동에 의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가 마련되고, 그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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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공적연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일본연금기구(JPS)의 연금정보
관리시스템이 해킹되어 125만건이 넘는 개인연금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부정한 통신의 감시, 감사, 원인규명조사 등
조치의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 및 독립행정법인에서 특수법인 및 인가법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7)
최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지능적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9일 사이버보안기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사이버보안협의회를 창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이버보안협의회는 공공ㆍ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주요 인프라 사업자, 인터넷 관련 사업자, 교육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사이버보안협의회의 구성원은 기밀을 유지하고 사이버
보안협의회에 정보제공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일본은 개정안을 6개월 이내에 통과
시키고 2019년 시행할 예정이다.8)

중국의 동향
중국은 2016년 11월 제12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를 거쳐 2017년
6월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9)을 시행하였다. 중국 사이버보안법은 총7장
7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공간 주권과 국가 안전, 중요 핵심 정보인프라 시설 및
중요 데이터 보호, 개인 사생활 정보보호, 네트워크 운영자의 협조의무 등 사이버보안 관련
영역 및 핵심 분야를 규범화하고 있다.10)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에는 강력한 ‘국외이전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수집 생산되는 개인정보와 중요한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는 중국 내부에 저장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제정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7조).11)
7) 배상균, “일본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검토-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과 개정을 중심으로-”, 『외법
논집』 제42권 제2호, 2018.5. 154-155면.
8) 넥스텔리전스(주), “해외사이버보안 법제 : 일본사례” 발표문, 2018.6, 9-10면
9) 영문으로는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쓰고 있어 네트워크안전법 대신
사이버보안법으로 사용한다.
10) 중국 사이버보안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네트워크 안전 지원 및 추진, 제3장 네트워크 운영 안전, 제4장
네트워크 정보 안전, 제5장 모니터링 경보와 응급처치,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第三十七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
的个人信息和重要数据应当在境内存储。因业务需要，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按照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
有关部门制定的办法进行安全评估；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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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인프라 시설의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고 국경 외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경 외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5만
위안(한화 약 810만 원) 이상 50만 위안(한화 약 8,100만 원)의 벌금과 업무의 잠정중지,
영업중지, 영업 허가 취소 둥 조치를 명령한다(법 제66조).12)
한편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에 따라 국가 안전을 지키고 범죄 활동을 조사하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구에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28조).13) 중국은
‘국외이전금지’ 조항의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14)

베트남 동향
베트남도 2018년 6월 12일 중국과 유사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자 관계 정보 및
베트남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국내외 사이버 서비스 제공자(Cyberspace Service Providers)는 “중요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지 않고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베트남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15)

국내 동향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법체계는 정보보호의 제정 목적과 대상, 기능에 따라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에 대표적인 규범으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12)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第六十六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违反本法第三十七条规定，在境外存储网
络数据，或者向境外提供网络数据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处五万元以上五
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13)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第二十八条 网络运营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维护国家安全和侦查
犯罪的活动提供技术支持和协助。
14) 헤럴드경제, ““유럽 이어 중국”…중국 ‘GDPR’ 네트워크 안전법, 국내 기업 ‘빨간불’”, 2018.7.11
15)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제26조제3항 “3. Doanh nghiệp trong nước và ngoài nước cung cấp dịch
vụtrênmạng viễn thông, mạng Internet, các dịch vụgia tăngtrên không gian mạng tại Việt Nam có
hoạt động thu thập, khai thác, phân tích, xửlý dữliệu vềthông tin cá nhân, dữliệu vềmối quan
hệcủa người sửdụng dịch vụ, dữliệu do người sửdụng dịch vụtại Việt Nam tạo ra phải lưu
trữdữliệu này tại Việt Namtrong thời”
번역본 “3.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사용자의 관계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 분석, 처리 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법률신문 기사, “[베트남]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 2018.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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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민간부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이라 한다)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취약점 점검 및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대통령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상향
입법화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국회에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이 몇 가지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2016.5.30.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에관한법률안」과 2017.1.3. 정부가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16)

17)

외국 사이버보안 관련 법 제정에 관한 우리의 대응방안
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법과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베트남 및 기타 국가의
사이버보안법 제정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각 국의 개인정보 및 기업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별
국가에 설치된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국외이전금지” 조항은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당면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버를 외국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영세업체의 경우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일본은 이러한 사정을 중국에 전달하여 ‘국외이전금지’ 조항에 대한 세부규칙
제정 시 국제적 조화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법상 데이터의 국외
이전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기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중국에 데이터의 국외이전금지 조항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드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단독 대응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6)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제4차산업혁명 국가전략과 사이버보안 정책동향”,
2017.12.11. 24면.
17) 김도승,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KISO 저널』 제26호,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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