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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시점임
o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삭제 등)
※ 이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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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가리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광고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창을 닫더라도 다시 나타나거나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재되는 광고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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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o 또한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 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판결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주요내용
o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3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4 (November 2018)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
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임
o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17년 정보
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들고 있음
o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개인정보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o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상 데이터보호관리자
(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에 따른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국가자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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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는 욱일기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o 일본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기를 오늘날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포츠 행사 등에서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o 이러한 가운데 욱일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욱일기 문양을 디자인의 하나로 인식함에 따라 패션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o 일각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시키거나 찬양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기도 함
▶ 주요내용
o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 또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ㆍ침략전쟁 행위를 왜곡ㆍ찬양ㆍ고무ㆍ
선전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욱일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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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1. 2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지하 통신구 화재로 벌어진 ‘통신대란’은 본격적인 전자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o 또한 작년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
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방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등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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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재근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ㆍ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 (안 제2조제1호, 제15조, 제17조 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8조의2 신설)

o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신설)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
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제63조)
※ 이 법률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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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18. 11.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ㆍ강화하고자 함
o 또한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수준으로 맞추고, 이후 관련 기업의 교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신설, 제33조 개정, 제63조 개정)
o ‘프로파일링’을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의3, 제4조제4호의2,
제37조의2 신설)

o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ㆍ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
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문화함(안 제4조제1호의2, 제4조의2, 제37조의3 신설)
o 정보주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제66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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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활용이 주요한 경제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균형 있게 모색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o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식별정보의 개념은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음
o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주요내용
o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생성한 개인정보를 가
공하여 가명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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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로 현재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공하고 있음
o 특히, 건설 산업에 특화된 5세대 창업지원(산업특화형)까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나,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를 겪고 있음
▶ 주요내용
o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음
o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스마트도시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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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 제정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2018. 11.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통화에 대한 용어 정의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여 거래 안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o “디지털 자산”을 암호통화, 마일리지, 포인트,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상품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그 밖에 디지털을 활용하여 제작
되거나 처리되는 자산으로서 제11조의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o “분산원장 기술”을 구성원 간 직접 연결 방식을 기반으로 각각의 정보가 저장된 단위가
사슬처럼 연결되는 분산화된 정보 처리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o 분산원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산원장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산원장 기술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5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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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의 성장, 물류산업의 융ㆍ복합 및 고부가가치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물류창고의 첨단화ㆍ효율화는 국내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o 그러나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ㆍ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첨단물류시설ㆍ설비ㆍ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4 및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
7까지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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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
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o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
상황에서, 전자적 용역의 범위 및 형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음
o 그러나,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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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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8. 11.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거대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의 왜곡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그러나,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어, 현재 이루어지는 전자적 용역의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ㆍ
원격교육ㆍ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ㆍ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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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8. 11.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소프트
웨어산업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안 제5조)
o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29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및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0조)
※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조, 안 제23조, 안 제26조부터
제28조, 안 제30조부터 제32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15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4 (November 2018)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o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
제9호의4 신설, 안 제33조제1항제4호)

o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ㆍ
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된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ㆍ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안 제40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등 신설)

o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ㆍ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
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 정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 (안 제33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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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융ㆍ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o 이에, 이 법률안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
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특구 내에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o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ㆍ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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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o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등)
※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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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및 컴퓨팅 연산기술 등과
결합하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미술, 음악, 소설 등 창작분야까지 도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o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 “인공지능 저작물”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
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로
정의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ㆍ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의함
o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o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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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하 “수사관서의 장등”이라 함)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최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수사관서의 장등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o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용자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 권리가 있음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고받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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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8. 11.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o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o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o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
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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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급속하게 성장ㆍ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2002년에
제정된 법규정상 개념ㆍ체계 및 의무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
o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이버몰들이 입점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의 인지도ㆍ
영향력 확대와 함께 청약접수 등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O2O 거래, 간편결제방식 등
다양한 유형ㆍ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그 외의 비대면 거래는 “통신상거래”로 구분함(안 제2조)
o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책임 전부를 부과함(안 제3조제2항)
o 현행법상 모든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 후 그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온라인 음원 등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의 거래 시에도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주소나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서면교부하거나 계약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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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1.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현재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o 그러나, 현행법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간 통신판매중개 관련
수수료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o 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중 상당수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32조제1항제1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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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분산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결의안 채택 (2018. 10. 3.)
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 및 기타 EU 회원국들에게 분산원장 기술과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 (2018. 10. 3.)

▶ 개요
o 유럽의회가 분산원장 기술1)과 블록체인에 대한 결의안2)을 채택하고 유럽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에게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
- 결의안에 의하면 탈중앙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을 중심으로 의료ㆍ공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표명함으로써 여타 EU
기관 및 회원국들에 혁신 친화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
▶ 주요내용
o (의료) 유럽집행위원회는 의료시스템 관리를 위한 분산원장 기술 기반 활용사례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유형 및 업무절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분산원장 기술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o (금융)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금융 분야의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된 최신 동향 및
활용사례를 모니터링해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평가하고, 암호화폐가
대중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며, 암호화폐와 유럽 결제체계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함
o (스마트계약) 유럽집행위원회는 ISO, ITU 등의 국제표준기구와 협력해 스마트계약 기술
표준 개발을 장려하며, 스마트계약의 이행 가능성과 관련해 각 회원국의 법적 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

1) 중앙관리자나 중앙데이터 저장소 없이 P2P 망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장부를 공유 및 관리하는 기술로써
대표적인 활용사례로 블록체인이 있음
2)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blockchain: building trust with disinter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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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인프라) 유럽집행위원회는 공익 개선을 위한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비정부기구에 투입되는 EU 자금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을 통해 EU 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o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모든 규제 접근방식은 혁신 친화적이고,
패스포팅3)을 허용해야 하며, 기술 중립성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유럽 사회가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과 재교육 전략을 개발 및 추진해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분산원장 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인지도 제고 및 교육을 위한 공통 발안제도를 개발하고, 회원국 간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가 현재 및 향후 추진하는 분산원장 기술 관련 발안제도와 시범계획은
EU 블록체인 관측 및 논의기구(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4)의 관리 하에
긴밀히 조율되어 중복 비용의 지출 없이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시사점
o EU는 2018년 들어 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관측 및 논의기구 발족,
유럽 시장에서 통용되는 블록체인 활용안 마련을 위한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
(European Blockchain Partnership) 수립 등 다양한 기술 진흥활동을 펼치고 있음
- EU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원장 기술을 규제하기보다는 기술의 적극적 채택을 통한
혁신 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의회의 결의안 역시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을
위해 규제 장벽의 제거를 촉구
※ Reference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NONSGML+TA+P8-TA-2018-0373+0+DOC+PDF+V0//EN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0433825-2da6-4188-89f1-a4cc208b39b7
http://www.mondaq.com/uk/x/748986/fin+tech/European+Parliament+Adopts+Resolution+On+Distributed+Ledger+Technologies

3) EU 국가 중 특정국가에서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권리
4) EU가 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촉진을 목표로 2018년 2월 발족한 기구로 블록체인 관련 정보 수집 및
각종 도전과제의 해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경제적 잠재력 모색 등을 주요 임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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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
연결ㆍ자동화된 모빌리티에 관한 권고안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 착수 (2018. 10. 24.)
유럽집행위원회는 연결ㆍ자동화된 모빌리티에 관한 권고안의 보완을 위해 자율주행
차량의 사이버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호, 공정 경쟁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에 착수
(2018. 10. 24.)

▶ 개요
o 유럽집행위원회가 《연결ㆍ자동화된 모빌리티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에 착수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5월에 미래 유럽 교통 환경 개선 전략인 ‘Europe on the
Move’를 발표함
- 동 전략에서 미래 유럽 교통 환경과 관련해 ▲안전한 모빌리티(Safe Mobility) ▲친환경
모빌리티(Clean Mobility) ▲연결ㆍ자동화된 모빌리티(Connected & Automated Mobility)의
3가지 전략적 수단을 제시했으며, 이번 공공의견 수렴은 이 중 ‘연결ㆍ자동화된 모빌리티’를
위한 정책 권고안(Policy Recommendation) 작성을 위해 추진
o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의견 수렴 결과는
2019년 1분기 중으로 최종 정책 권고안에 반영할 예정
o 이번 공공의견 수렴은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전장 및 부품 제조업체, 통신 서비스
제공사 및 관련 장비 업체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호 ▲공정 경쟁의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됨
▶ 주요내용
① 사이버보안
o (배경) 자율주행차량은 차량 연결성(connectivity)과 함께 다양한 생산업체로부터 공급
되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차량 통제와 같은 사이버 공격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
-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차량
에서 수집된 개인 데이터의 가공과 관련된 보안 요구 사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차량 보호와 같은 특정 분야의 사이버보안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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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견 요청) ▲자율주행차량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규제 조치 ▲보안 설계
내재화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안 조치 의무화 여부 ▲사이버보안 복원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의견 요청
②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호
o (배경)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량은 차량번호, 음성, 지문, 이미지 처리 데이터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관련된 규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o (의견 요청) ▲차량 제조업체 및 기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 ▲제3자
서비스 제공사와 공유 가능한 차량 데이터 유형 ▲소비자들의 정보공유 제어 방식(웹기반
대시보드, 앱, 스마트폰 등) 등에 대한 의견 요청
③ 공정 경쟁
o (배경) 자동차 제조업체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차량 내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대시보드를 통해 운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적
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유럽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차량 데이터와 자원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접근권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제 마련을 요청
-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은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익 창출을 위해
운전자와 차량이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 중5)
o (의견 요청) 자동차에 장착되는 독립적인 부가 서비스6)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의 필요성 검토를 요청
▶ 평가
o 공공의견 수렴 시 차량 통신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이슈가 배제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5) 데이터 사회에서 각종 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와 이익 창출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산임. 최근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신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동차업체는 물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IT서비스 업체, 보험업체,
리테일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은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행동 패턴이나 생활
습관, 차량 운행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6) 예를 들자면 차량 내 탑재되는 주차 서비스, 내비게이션, 인터넷 포털, 오디오 관련 서비스, 영상 미디어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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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럽집행위원회의 미래 교통 전략은 모든 자동차들이 서로, 통신 인프라와 네트
워크로 연결되는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 표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이는 이미 5G 통신에 많은 투자를 한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5G 기술 지지 국가와
자동차 기술이 발달한 프랑스, 독일 등 WiFi 기술 지지 국가들 사이의 의견이 절충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Reference
https://ec.europa.eu/info/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recommendation-connected-and-automated-m
obility-cam_en#questionnaire
https://www.jdsupra.com/legalnews/the-european-commission-launches-a-3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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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
의료기기 시판 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2018. 10. 18.)
미국 식품의약국이 《의료기기 시판 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2014. 10.)을 업데이트 한
초안을 발표함 (2018. 10. 18.)

▶ 개요
o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료기기 설계 및 제작 단계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기기
시판 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1)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 18일까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6년 12월 발간된 《의료기기 판매 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2)과
짝을 이루어 제품주기 전반에 걸친 사이버보안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주요내용
o 의료기기 생산자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위험 수준에 따라 기기의 유형을 1단계와 2단계로 분류
<사이버보안 위험 수준에 따른 의료기기의 분류>
유형

내용
Ÿ 다음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단계 기기3)로 분류

1단계(Tier 1)

2단계(Tier 2)

- 유선이나 무선으로 다른 의료기기나 비의료기기 혹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함
-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보안 사고가 직접적으로 다수의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
Ÿ 1단계 기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기는 2단계로 분류

1)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 Draft Guidance
2)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3) 세동제거기, 심박조율기, 인슐린 펌프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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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기기 생산자에게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4)》를 적용해
신뢰성 있는 기기를 설계할 것을 권고
- 신뢰성 있는 기기 설계를 위해서는 기기의 비인가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제품과 기능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암호화 기반의 안전한 펌웨어ㆍ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데이터
전송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에도 핵심 기능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o 최종 사용자가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링을 통해 의료기기와 관련된
보안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것을 권고함
- 일례로, 의료기기 사용 환경에 적합한 사이버보안 조치(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방화벽의
사용 등)를 안내하는 기기 사용지침, 기기 재설정을 위한 백업 및 복구 기능 설명,
사이버보안 사고 탐지 시 대응조치 등을 라벨링에 포함하도록 권고
o 시판 전, 기기 설계 시 적절한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보장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
했음을 입증하는 설계 문서5)와 위험관리 문서6) 및 라벨링을 제출할 것을 권고
- 1단계 기기는 설계 시 가이드라인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
하는 설계 문서를 제출하며, 2단계 기기는 설계에 반영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설명하거나 혹은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 설계 문서를 제출
▶ 시사점
o 2014년 발표된 《시판 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의료기기의 유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눔으로써 사이버보안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요구사항을 제시
-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추구
※ Reference
https://www.fda.gov/downloads/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UCM623529.pdf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d597f05-2303-4efe-8e9c-3688e65f0ee9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fda-issues-draft-to-update-prior-final-guidance-premarket-cybersecurity-medical
4) 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국가 주요기반시설과 기타 조직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와 위험관리 방식을 규정한 문서
5) 제품 설계 측면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
6) 기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를 기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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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서비스부문조정협의회,
금융서비스부문 사이버보안 프로파일 발표 (2018. 10. 25.)
미국 금융서비스부문조정협의회가 금융기관의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합한 금융서비스부문 사이버보안 프로파일을
발표함 (2018. 10. 25.)

▶ 개요
o 미국 금융서비스부문조정협의회(FSSCC)1)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2) 관련 산업 기준을
통합한 금융서비스부문 사이버보안 프로파일(Financial Services Sector Cybersecurity
Profile)을 발표
- 금융기관에 특화된 사이버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의 유형이나 규모에 관계
없이 적용 가능함
- 금융기관은 자사뿐 아니라 협력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사의 사이버보안 평가를 위해서도
동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 평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금융 분야의 보안 실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주요내용
o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와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협회
(CPMI)3)ㆍ국제증권 감독기구(IOSCO)4)의 《금융시장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에 관한
지침5)》 ISO/IEC 270016) 등을 도표화하여 비교한 결과, 80% 이상의 내용이 공통된
반면 용어나 요구사항 등에서 지엽적 차이가 존재
1) Financial Services Sector Coordinating Council. 2002년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 산업 내 주요기반시설과 국토
안보활동의 조정을 담당하는 민간협의체
2) 다양한 규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임. 동 사이버보안 프로
파일을 채택하면 다른 여러 개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모두 준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3)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분야의
공동조사연구ㆍ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4)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시장규제, 국제증권거래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
5) Guidance on cyber resilience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거버넌스ㆍ확인ㆍ보호ㆍ탐지ㆍ대응 및 복구의 5개 위험관리 영역별로 이행해야 할 조치를 다룬 지침
6)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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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레임워크를 종합하여 ▲거버넌스 ▲확인 ▲탐지 ▲보호 ▲대응 ▲복구 ▲공급망
관리의 7가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에 대한 진단 평가를
진행하도록 함
o 영향력 등급 설문(Impact Tiering Questionnaire)을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로 받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금융기관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
< 금융기관의 영향력 등급 분류 >
구분
1등급(Tier 1):
국가적/초국가적 영향

2등급(Tier 2):
지역적 영향

3등급(Tier 3):
산업적 영향

4등급(Tier 4):
국지적 영향

내용
Ÿ 미국이나 북미 규제당국에 의해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1등급에 속하는 기관들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경우 북미 경제 혹은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수백만 명의 고객 계정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들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경우 금융 서비스 분야 및 국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등급 수준에는 미치지 않음
Ÿ 금융 산업 내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상호연계성이 높은 기관으로,
기관이 갖는 영향력은 해당 기관이 분야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금융서비스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관으로,
지방은행이나 주립은행 등 지역 기반으로 100만 명 이하의 고객을
보유한 기관 및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을 지칭

o 영향력 등급이 결정된 금융기관은 등급에 상응하는 진단 평가(Diagnostic Statement)
설문7) 을 통해 사이버위험 관리현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
- 1등급 진단 평가 설문은 총 277개, 2등급은 262개, 3등급은 188개, 4등급은 136개의
질문으로 구성됨
- 금융기관은 자체 평가에 기초해 자사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거버넌스와 절차, 역량,
규제 이행수준 면에서 문제점과 격차를 확인하고, 각 금융기관이 속한 영향력 등급에
따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함
o 금융기관은 인수합병이나 신규 사업모델 등 기관의 영향력 등급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시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프로파일을 적용해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음8)
7) 거버넌스ㆍ확인ㆍ탐지ㆍ보호ㆍ대응ㆍ복구ㆍ공급망 관리의 각 영역에 대해 기업의 사이버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으로, 기업은 예/아니오/적용 불가/모름 등으로 답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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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o 금융기관들은 국내외적으로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고 있으나, 이번 사이버보안 프로파일을
통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규제 이행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fsscc.org/Financial-Sector-Cybersecurity-Profile
https://www.manatt.com/Insights/Newsletters/Financial-Services-Law/FSSCC-Launches-Cybersecurity-Profile-v1-0

8) 진단평가를 통해 달성해야 할 위험관리 목표와 기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격차 해소 수단은 금융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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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초안 발표 (2018. 11. 2.)
베트남 공안부가 지난 6월 통과된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1개월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2018. 11. 2.)

▶ 개요
o 베트남 공안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사이버보안법》의 세부 시행방침을 담은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12월 2일까지 1개월 간 의견 수렴을 하기로 함
- 총 6장(30조)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사이버보안법》의 적용 대상, 기업의 의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1)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공안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의해
해당 정보시스템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
-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자는 시스템의 보안을 위한 절차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절차와 계획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 및 정보시스템 목록과 네트워크 및
인프라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함
o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 관리와 운영을
책임질 담당자로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기술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담당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해야 함
o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타 장비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취약점과 보안 허점,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보안 검사를 실시하며, 시스템 사용에
앞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개발도구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고 패치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내부망에
연결되는 모바일 기기는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함
1)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입이나 공격 행위가 베트남 국가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방이나 안보,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국가 사이버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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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와 연결된 그룹 등 이용자의
온라인 관계에 대한 정보,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정부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 보관해야 하며, 정부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뿐 아니라 직업과 직위,
건강 상태, 의료기록, 바이오 인식정보 등을 포함
-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 온라인 관계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는 3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 사업자는 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보통신부나 공안부가 삭제를
요구한 콘텐츠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함
o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안부가 요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내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함
- 베트남에서 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호스팅 및 공유, SNS, 검색엔진, 온라인
방송 및 광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온라인 관계 정보,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 등을 수집ㆍ
활용ㆍ분석ㆍ처리하는 기업
- 이용자가 《사이버보안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명예훼손, 반정부 선전, 금융사기 등)를
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사이버보안법》의 특정 규정2)을 위반한 기업
▶ 평가
o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및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조치 및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보안법의
모호한 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됨
※ Reference
http://bocongan.gov.vn/van-ban/van-ban-moi/du-thao-nghi-dinh-quy-dinh-chi-tiet-mot-so-dieu-cua-luat-an-ninh-mang-314.html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26a36a8-b113-4281-8596-8840de8636a3
https://english.thesaigontimes.vn/63872/draft-guiding-decree-issued-for-cyber-security-law.html
https://www.hldataprotection.com/2018/11/articles/international-eu-privacy/update-vietnams-new-cybersecurity-law/

2) 베트남 당국의 요청에 따라 24시간 내 위법 콘텐츠의 삭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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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
AI 및 데이터 분석 활용 가이드라인 FEAT 원칙 발표 (2018. 11. 12.)
싱가포르 통화청이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및 데이터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공정성ㆍ윤리성ㆍ책임성ㆍ투명성(FEAT) 원칙을 발표 (2018. 11. 12.)

▶ 개요
o 금융 규제기관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금융 분야
에서 활용되는 AI와 데이터분석에 적용할 지침으로 공정성ㆍ윤리성ㆍ책임성ㆍ투명성의
4대 원칙을 제시
- FEAT(Fairness, Ethic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원칙1)이라고 명명된 이번 가이드
라인의 목표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임
o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번 원칙의 수립을 위해 FEAT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기관과 산업협회,
핀테크 기업, 기술 제공업체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함
▶ 주요내용
o FEAT 원칙의 목표는 금융기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AI와 데이터분석 활용 시 고려
해야 할 기본 규칙과 내부 관리체계의 수립을 지원하고, AI와 데이터분석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AI와 데이터분석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음
- 기업이 AI와 데이터분석 활용과 관련된 내부 관리체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역할을 하며, 기업들은 동 원칙에 의거해 의사결정에서 AI와 데이터분석의 활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음
① 공정성
o AI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이나 집단에 구조적 불이익을
끼쳐서는 안 되며, AI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에 개별적 속성(ex.연령)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함2)
1) Principles to Promote Fairness, Ethic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FEAT)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nalytics in Singapore’s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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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I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와 데이터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모델은 정기적으로 정확도와 연관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비의도적 편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② 윤리성
o AI와 데이터분석의 활용은 기업의 윤리기준과 가치, 행위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 AI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은 사람이 내린 결정과 동등한 수준의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함
③ 책임성
o (대내적 책임) AI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책임자로부터
AI와 데이터분석 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AI와 데이터분석을 활용하는 기업은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이 중요한 AI 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에 주체적 시각을 갖도록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함
o (대외적 책임) 기업은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에
관해 당사자가 문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함
④ 투명성
o 대중의 신뢰 증진을 위해 AI와 데이터분석의 활용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적극 공개하며,
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AI와 데이터분석 기반 결정에 어떤 정보가 사용되었고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함
▶ 시사점
o 금융권 AI 활용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발표된 FEAT 원칙은 금융기관들의 AI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윤리적 토대 역할을 할 전망이며, 금융업계와 규제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립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채택이 예상됨
※ Reference
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Media-Releases/2018/MAS-introduces-new-FEAT-Principles-to-promote-r
esponsible-use-of-AI-and-data-analytics.aspx
https://sbr.com.sg/information-technology/more-news/mas-sets-guidelines-responsible-ai-and-data-analytics-use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1/12/c_137601459.htm
2) 금융기관은 특정 고객 집단에 관련성 높은 상품 제공을 위해 AI와 데이터분석에 개별적 속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령 은퇴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객의 나이를 AI와 데이터분석 자료로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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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위원회,
자율주행차량 관련 상세 법제 마련을 위한 공공의견 수렴 착수 (2018. 11. 8.)
영국 법률위원회가 운전 중 안전 및 사고 시 책임 소재와 관련된 자율주행차량 법률 마련을
위한 보고서 발간과 함께 공공의견 수렴에 착수 (2018. 11. 8)

▶ 개요
o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법률위원회와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상세 법제 마련을 위한 공동 보고서1) 발간과 함께 이 보고서에 대한 공공의견(public
consultations) 수렴에 착수
- 이번 법률 검토 작업은 영국 교통부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산하 조직인 자율
주행차량센터(CCAV, The 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의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추진
- 자율주행차량센터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 검토와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주문형(on-demand) 교통 서비스2) 활용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법률위원회에 요청
o 발간된 보고서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시장 출시 전후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안전 이슈와
민ㆍ형사상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반영
- 동 보고서는 사전 자문 결과 보고서(preliminary consultation paper) 성격을 지니며,
2019년 2월까지 해당 내용에 관한 공공의견을 수렴할 예정
- 2019년에는 대중교통과 주문형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차량 규제에 관한 자문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최종 보고서(final recommendation)는 2021년 3월에 발간할 예정
▶ 주요내용
o (자율주행차량수준3) 과 운전자 책임)위원회는 Level 3을 ‘운전자 지원 모드‘로 간주함
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1) Law Commission & Scottish Law Commission, Automated Vehicles: A joint preliminary consultation paper
2) 정해진 위치에서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타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유무선
서비스를 통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호출해서 타는 방식을 의미
3) 자율주행차량수준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의 정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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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율주행차량4)의 이용자가 차량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운전자 지원 모드(Level 1과 Level 2)’와 ‘자율주행 모드(Level 4와 Level 5)’ 각각에
있어 이용자의 운전 개입 조건과 함께 ‘조건부 자동화 모드(Level 3)’ 정의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
o (민사 책임) 법률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사고 책임 청구와 관련하여, 사고 각 건 별로
법원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
- 이는 자율주행차량은 사고 유형에 따라 인과관계 규명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기 때문
※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이 자전거 운전자의 돌발적인 주행을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했을 경우
책임 소재 여부 등

o (형사 책임) 법률위원회는 완전자율주행 모드의 차량(Level 4와 Level 5)에 탑승한 사람을
운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 다만, 운전 최적화를 위한 자율주행차량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와 관리
의무는 차량 이용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제안
▶ 시사점
o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자율주행ㆍ전기자동차법》5) 대비 민ㆍ형사상의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제에서 형사
책임 문제를 영국 최초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Reference
https://www.lawcom.gov.uk/project/automated-vehicles/
https://www.herbertsmithfreehills.com/latest-thinking/the-next-step-in-legislating-for-the-use-of-self-driving-vehicles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非자동화. 운전자가 차의 속도와 방향을 직접 계속 통제. 시스템은 주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운전자 지원. 운전대나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자동 조작이 가능
부분 자동화. 운전대과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자동 조작이 가능. 운전자는 주행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항상 주행에 관여해야 함
조건부 자동화. 차량에 의한 모든 주행 동작이 가능하나, 차량 시스템 요청이 있거나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운전자의 상시 운전 개입이 가능해야 함
높은 수준의 자동화. 고속도로 등 특정 주행 환경 하에서 모든 주행 동작 수행이 가능하며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음
완전자동화. 모든 주행 환경 하에서 모든 주행 동작 수행이 가능하며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음

4) Level 4 하의 고속도로 주행 또는 Level 5 하의 모든 주행
5) 2018년 7월 왕실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ㆍ전기자동차법(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 하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이후 보험회사는 사고 책임
소재 확인 여부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나 사고 유발 주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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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발표 (2018. 10. 26.)
총무성이 ASPㆍSaaS와 IaaSㆍPaaS의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
공개지침을 새롭게 추가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을
발표함 (2018. 10. 26.)

▶ 개요
o 총무성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1)(クラウドサービスの
安全・信頼性に係る情報開示指針)》을 발표함
- 총무성은 2011년 12월부터 클라우드 관련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3종2)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이라는 단일 명칭
하에 정보공개지침들을 관리해 왔음
- 이후 2017년 3월 한 차례의 개정안3)이 발표됐으며4), 2018년 10월에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ASP・SaaS5))》,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IaaS・PaaS6))》(총 2종)의 지침이 새롭게 추가됨
1)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알려주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침
2) ASP・SaaS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IaaSㆍPaaS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데이터
센터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총 3종)으로 구성됨
3)
< 총무성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개정 이력 >
구분
ASP・SaaS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IaaS・PaaS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데이터센터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초안(2011.12)*
제1판(2007.11)
제1판(2011.12)
제1판(2009.2)
제2판(2011.12)

개정안(2017.3)
제2판
제2판

재개정안(2018.10)
제2판
제2판

제3판

제3판

ASP・SaaS(특정개인정보취급서비스)의
제1판
제1판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ASP・SaaS(의료정보취급서비스)의
제1판
제1판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ASP・SaaS)
제1판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IaaS・PaaS)
제1판
* 각 정보공개지침은 2011년 12월 이전까지는 개별 정보공개지침으로 존재했으나, 2011년 12월 이후부터는
《클라우드 안전・신뢰성에 관한정보공개지침》이라는 단일 명칭 하에 통합해서 발간
4) ASP・SaaS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IaaSㆍPaaS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데이터
센터의 안전ㆍ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총 3종)의 개정과 함께 ASP・SaaS(특정개인정보취급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ASP・SaaS(의료정보취급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
(총2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5) 각각 Application Service Providers,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 ASP는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의미하며, SaaS는 소프트웨어 제공 형태가 패키지 방식이 아닌 서비스 방식인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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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총무성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IoT 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ASPㆍSaaS편)과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IaaSㆍPaaS편)을 추가로 제정7)
o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정보공개지침》에서 IoT와 관련된 주요
정보공개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정보공개 요청 내용
- (IoT 기기 보안 대책) 초기 비밀번호 변경, OS 업데이트, 엣지 컴퓨터 보안

공통

강화, 게이트웨이 장비 도입 등
- (IoT 기기 인증) IoT 기기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인증방법, 특정 장소 및
장치 상에서의 접속 인증 방법
- (IoT 서비스 기본 사항) 서비스 개요, 안전 대책, 자산 관리 방법, 보안
내재화(security-by-design) 적용 여부, 조달 관리 방법 등

ASPㆍSaaS편

- (IoT 성능 대책) 대량의 IoT 기기로부터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성능 대책(IoT 기기 공급사 측의 보안 대책 포함)
- (IoT 네트워크) 인터넷과 IoT 전용회선 종류, IoT 기기 접속 회선과 관련된
ASP/SaaS 사업자의 책임 범위
- (IoT 지원 서비스) IoT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데이터 집약,

IaaSㆍPaaS편

프로토콜 변환, 접근 제어 등)
- (IoT 네트워크 서비스) 추천 IoT 네트워크의 회선 및 대역 등

▶ 평가
o 총무성이 공표한 정보공개지침은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현재 일본
클라우드 업계 단체인 ASPIC(ASP-SaaS-IoT Cloud Consortium)이 발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공개인증서’ 발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실제적이고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6) 각각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latform as a Service의 약자. IaaS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
하는 서비스. PaaS는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7) 각 정보공개지침은 100개 이상의 항목을 담은 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이번에 신설된 정보
공개지침의 주요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ASPㆍSaaS편 : 사업소/사업, 인재, 재무상황, 자본관계/소속단체,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기본 특성, 애플리
케이션, 네트워크, 단말, 서버 설치장소, 서비스지원
② IaaSㆍPaaS편 : 사업소/사업, 인재, 재무상황, 자본관계/소속단체, 컴플라이언스, 센터 서비스, 단말, 서버
설치장소, 서비스 공통항목, 시스템 운용,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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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2_02000216.html
http://www.cloud-nintei.org/about_system.html
http://www.cloud-nintei.org/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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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 (現) 국가기록원 표준전문위원회 위원
• (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 (前)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사물인터넷(IoT) 시대

우리는 지금 ICT의 빠른 발전 속에 모든 사물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를 일컬어 사물과 사람, 공간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 한다. 현재 ICT 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언제든지(anytime)와 어디든지(anyplace)라는 연결세계에 더하여 무엇이든지(anything)
라는 연결 차원을 추가하는 새로운 연결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1) 이러한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구성체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무인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 드론, 보안 및 공공안전, 물류 및 유통, 핀테크, 도시
환경, 수자원 및 전기, 의료 및 헬스, 농업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신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도 더욱 진전
되었다. 통신장비 업체 Cisco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기계, 통신장비, 단말기 등)은
2013년 약 100억 개에서 2020년에 약 500억 개로 증가해 모든 개체(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만물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 ‘IoE’)이라며 사물인터넷
인프라의 급격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2)

1) 주대영․김종기,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의 창조적 융합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4, 7면.
2) 위의 보고서, 9면.

- 43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4 (November 2018)

기고

사물인터넷(IoT)의 특성과 보안의 필요성3)
사물인터넷의 구조는 개략적으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및 응용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 중 가장 핵심은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물인터넷 활용분야에서 사물간의 통합적인 연계 및
관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기기에
대한 ID를 생성·관리하고, 네트워크 주소 및 접속을 관리하며, 사물정보(data)를 수집⋅
저장⋅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지원한다. 즉 플랫폼을 통하여
사물인터넷의 데이터 관리 및 저장기능, 통신관리 및 전달처리 기능, 등록기능, 보안기능,
구독 및 통지 기능, 그룹 관리기능, 네트워크 연동기능, 검색기능, 위치기능, 장치관리기능,
매쉬업 서비스기능, 과금기능 등을 수행한다. 현재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클라우드(Cloud)를
통한 정보(data)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외부개방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상호호환성과 외부
개방성을 가질 때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oneM2M4)에서 플랫폼의 표준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 접속기능이 탑재된 단말기가 보편화되고 관련 서비스도 대중화
단계에 임박함에 따라,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사이버보안(해킹 차단)의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정보를 스스로 생성 및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이라 할 경우, 통신 기능과 함께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탑재
되는 사물인터넷 단말 및 시스템 역시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사물인터넷의 수용이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들은 대체로 컴퓨팅 기능이 단순하고
보안성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며, 또 IT 업계의 사물인터넷
보안에 대한 인식도 최근에야 비로소 확산 전파되는 단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보안의 취약성으로 ⅰ) 해커에 노출된 사물인터넷 단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보안 솔루션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ⅱ) 일반 소비자 가전 영역에서는
외부의 해킹 공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또 ⅲ) 개별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통신 기술 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ⅳ) Wi-Fi와
3)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동향, Bimonthly – 5호(2014. 12.), 한국인터넷진흥원.
4) oneM2M은 한국의 TTA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주요 표준화 기관(ETSI(유럽), TIA, ATIS(북미), ARIB, TTC(일본),
CCSA(중국))들이 글로벌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표준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결성된 파트너십
프로젝트(Partnership Project)이다.

- 44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4 (November 2018)

기고

블루투스(Bluetooth) 등 이종 네트워크 간의 상호연동 과정에서 일정한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 간의 연결체계로 공통된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상 상호호환성과 운용성, 그리고
외부개방성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역으로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욱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은 그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한 사이버보안의 해외 규율동향
이와 같이 사물인터넷이 갖는 보안의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보안현황에 맞는 롤모델 및 대안을 찾기 위하여 2018년 10월에
발표된 영국의 IoT 보안에 대한 자발적 행동강령과 미국의 IoT 사이버보안 개선법의 2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국의 사례5) - UK DCMS 2018. 10. 14. ‘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 security’
오늘날 가정에서 더 많은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
되었던 제품과 가전제품이 이제는 사물인터넷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사물인터넷 기술은
우리 가정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어 사람들의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 장치 및 서비스에
위탁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사이버보안은 이제 가정의 물리적 보안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 security’의 목적은 제품이 설계상 안전
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한편,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보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 일련의 지침으로 consumer IoT의 개발, 제조 및 소매에 관련한 모든 당사자를 지원
하는 데에 있다. 또한 Code of Practice은 IoT 보안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13가지의
결과 중심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한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NCSC’)와 함께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를 총괄하는 부서(Government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에서 개발했으며 이 Code of Practice는
업계, 소비자 협회 및 학계와의 약속을 따른다.
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cure-by-design/code-of-practice-forconsumer-iot-security#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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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ode of Practice는 2018년 3월 the Secure by Design report의 일부로서 그 초안이
처음 발표되었는데, 이는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을 발표한 것이다. 이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13가지의 가이드
라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기본 비밀번호 없음 (No default passwords)
모든 IoT 장치의 암호는 고유해야 하며, 모든 IoT 장치의 기본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 없다.
2. 취약점 공개 정책의 이행 (Implement a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사물인터넷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보안 연구원 및 기타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취약점 공개정책의 일환으로 공개를 위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취약점은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Keep software updated)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업데이트는 시기가 적절해야 하며 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각 업데이트의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업데이트는 쉽게 구현되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는 제약 장치의 경우 제품을 격리가능하고 교체 가능해야 한다.
4. 자격증명 및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Securely store credentials and sec
urity-sensitive data)
모든 자격증명은 서비스 및 장치 내에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 장치 소프트웨어의 하드코드된
자격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안전하게 의사소통하기 (Communicate securely)
원격관리 및 제어를 포함하여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는 전송 중에 암호화 되어야하며 기술 및
사용의 속성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모든 키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6. 노출된 공격 면을 최소화하기 (Minimise exposed attack surfaces)
모든 장치와 서비스는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는 포트는 닫혀야
하고, 하드웨어는 불필요하게 액세스를 노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코드가 서비스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능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보안 및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7. 소프트웨어 무결성 보장 (Ensure software integrity)
IoT 장치의 소프트웨어는 보안 부팅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감지되면 장치는 소비자와 관리자에게 문제를 경고해야 하며 경고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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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확인하기 (Ensure that personal data is protected)
장치 또는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 및 데이터보호법
(2018)에 따라 장치 또는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장치 제조업체 및 IoT 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 각 장치 및 서비스의 대상, 대상 및 용도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광고주가 관여할 수 있는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비자의 동의에 근거
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9. 정전에 대비한 시스템 복원 (Make systems resilient to outages)
복원력은 데이터 네트워크 및 전원 중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IoT 장치 및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다른 의존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곳에 구축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IoT 서비스는
네트워크 손실의 경우에도 작동 및 로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손실복구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장치는 막대한 규모의 재연결보다는 합리적인 상태와 규칙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10. 시스템 원격 측정 데이터 모니터링 (Monitor system telemetry data)
원격측정 데이터가 IoT 장치 및 서비스(예를 들어, 사용 및 측정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경우
보안 이상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11.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Make it easy for consumers to delete
personal data)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 소비자가 삭제를 원할 때, 또는 소비자가 장치를 폐기하기를 원할 때 등
개인정보가 쉽게 삭제될 수 있도록 장치 및 서비스를 구성해야 한다.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받아야 한다.
12. 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Mak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devices easy)
IoT 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유용성에 대한 보안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장치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13. 입력 데이터 검증 (Validate input data)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입력되고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또는 서비스와
장치의 네트워크 간에 전송된 데이터는 유효성을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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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학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마련한 소비자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위한 행동강령
(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 Security)은 향후 영국에서 사물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u-헬스케어 기기, 보안 카메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과
같은 기기들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면 사이버 공격(해킹)에 의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영국 정부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미국의 사례6) -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17’7)
미국 상원은 IoT(Internet of Things)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관심사, 데이터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몇의 상원 의원들이 모여 ‘IoT 사이버보안 개선법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17)’이라는 초당적 법안을
도입하였다. 상원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oT 장치 및 이들이 전송하는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지만 많은 장치의 상대적 불안정성은 엄청난
어려움을 낳고 있어 이 법안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연방조달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을 설정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IoT 장치 제조업체에게 새로운 현실을 안겨주고, 또 개발기관은 현재의
비용편익 평가를 사용해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및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법안은 공급업체에 몇 가지 약속을 요구하는데, ⅰ)
출하 시 알려진 보안의 취약성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ⅱ) 장치 내에서 발견된
새로운 보안의 취약성에 대하여 적절한 공개를 보장하는 것, ⅲ) 알려진 취약점이 발견된
IoT 장치에 대한 치료 계획을 준비하는 것 등이다.
2017년 ‘IoT 사이버보안 개선법’은 연방 정부가 이러한 장치를 구매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앞으로 민간 부문의 지침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주요 제조 산업에 적용되는
품질, 안전 및 규정 표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IoT 장치 제품을
구매하는 정부기관이 다음을 명시하는 조달계약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6) https://www.insideprivacy.com/data-security/cybersecurity/a-summary-ofthe-recently-introduced-internet-of-things-iot-cybersecurity-improvement-act-of-2017/
7)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691/all-info

- 48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4 (November 2018)

기고

1. 계약자(IoT 장치를 판매하는 개체)는 다음과 같은 서면 인증을 제공한다.
a) 장치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국가 취약성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나열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나
결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b) 모든 구성요소는 공급업체로부터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c) 산업표준 프로토콜 및 기술만을 사용한다.
d) 원격관리, 업데이트 전달 또는 통신에 사용되는 고정 또는 하드코딩 된 자격 증명은 포함
되지 않는다.
2. 계약자는 보안 연구소에서 후속적으로 공개한 보안 취약점 또는 결함을 구매대행 업체에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급업체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게 된다.
3.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구성요소가 적절히 인증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구성요소의 취약성
또는 결함을 수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계약의 다른 조항과 일관되게 업데이트 되거나 대체된다.
4. "국가별 데이터베이스" 또는 조정된 공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견된 새로운 보안 취약점과
관련하여 적시에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자 요구사항
5. 구매기관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자
요구사항
a) 장치가 보안 업데이트를 받는 방식
b) 보안지원 종료 예정 시간
c) 보안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의 공식 알림
d) 미국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에서
권장하는 추가정보

즉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판매된 사물인터넷 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 표준을
제정하는 법률로서, 인터넷 연결장치가 점차 유비쿼터스화되고 진화하며 복잡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짐에 따라 제안된 이 법안은 집행기관에 인터넷 연결장치 구매계약에 명시된
조항을 포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IoT 장치 보안을 강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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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물인터넷은 ‘개방형 환경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 사물,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로서 홈·가전, 교통·물류,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사회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해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연결기기는 CCTV 카메라, 산업제어 시스템, 교통관제 시스템, 홈가전 시스템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기기들이 포함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군사기밀의 노출, 사이버 공격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한 사물들이 단순히 통신기능이나 센서 기능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까지 담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보다 사물인터넷의 이용과 활용은 점차
확대·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비법규성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또는
미국의 경우처럼 관련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보안 시스템의 구축이나 법·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Reference
1. 주대영․김종기,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의 창조적 융합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4.
2.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동향, Bimonthly – 5호(2014. 1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박미사,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 9.).
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cure-by-design/code-of-practice-for-consumer-iot-security#guidelines
5. https://www.insideprivacy.com/data-security/cybersecurity/a-summary-of- the-recently-introduced-internet-of-things-iot-cy
bersecurity-improvement-act-of-2017/
6.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691/all-info

8) 박미사,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 9.), 39면.

- 50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4 (November 2018)

I 발 행

처 I

한국인터넷진흥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I 기획ㆍ편집 I 법제연구팀
I 발간ㆍ배포 I www.kisa.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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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