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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12. 24., 시행 2019. 6. 25.)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또한,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그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추가함(제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제22조제3항 신설)
o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31조제1항)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제44조의8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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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8. 12. 11., 시행 2018. 12. 13.)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결제내역 등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6조의8 등)
o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별표 9 제2호저목)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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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12. 18., 시행 2019. 6. 19.)

▶ 소관부처 : 교육부
▶ 제안이유
o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그 폐해가 극히 심각하며,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3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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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공포
(공포 2018. 12. 31., 시행 2019. 4. 1.)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제안이유
o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음
- 금융관련법령상 금융업 인ㆍ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핀테크기업은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금융업 인ㆍ허가가 있는 금융회사도 사전적ㆍ열거적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서비스의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1월 영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
box)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o 이에, 우리나라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ㆍ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함(제2조)
o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등에는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o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등이 포함된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제18조)
o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제24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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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12. 31., 시행 2019. 1. 1.)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제안이유
o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제53조의2제1항)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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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12. 24., 시행 2019. 6. 25.)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3조제2호)
o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제17조의2 신설)
o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제25조제1항)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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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12. 24., 시행 2019. 6. 25.)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o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
o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o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o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22조의5, 제34조의2 신설)

o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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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12. 24., 시행 2019. 1. 1.)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제안이유
o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o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1)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
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조 및 제10조의2)
o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며,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25조의5)
o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퍼센트(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제25조의7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세금 납부시점을 연기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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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
(공포 2018. 12. 11., 시행 2018. 12. 13.)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제안이유
o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면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그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64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조제4항 및 제3조제1항)
o 로봇윤리자문위원회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ㆍ실행계획 등의 수립 시
로봇윤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제7조)
o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장에게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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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o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
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며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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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o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o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
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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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현행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ㆍ판매ㆍ임대하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o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약하므로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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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고 있음
o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유통ㆍ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임
▶ 주요내용
o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ㆍ공급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
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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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수행하려는 자를 기술적ㆍ
재정적 능력과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o 본인확인기관의 재정적 능력은 안전한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본인확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자본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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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포털 블로그나 SNS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시 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o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글 등은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한 삭제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만큼 관련 범행의 피해가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에도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는
포털에서 ‘게시중단요청’을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찾아내어 신청하는 소극적인 방법뿐
이며, 미래에 무수히 나올 수 있는 유사 콘텐츠는 제한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직접 나서
매일 명예훼손성 글을 검색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사실상 요원함
o 이에 포털에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유통 혹은 검색어(연관
검색어)등의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해 피해내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
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발견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제2항, 제44조제3항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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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사전 동의만을 만능열쇠로 하는 현재의
규정은 성장동력의 원료인 데이터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데이터 기반의 변화ㆍ혁신(Digital
Transformtion)을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정체를 야기하고 있음
o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와 관리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익명가공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o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 식별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에 대한 목적을 구체화하고 결합의 수행 주체와
사전ㆍ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고의적으로 재식별화 하거나 재식별 방지를 소홀한
경우 사후적 처벌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o 가명정보와 익명가공정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방법,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등 신설)
o 익명가공정보의 경우 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준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되 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o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법위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결합된 정보집합물 및 익명가공정보의 재식별을
시도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71조제1호ㆍ제2호 및 제71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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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o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의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가공을 통해 특정 개인의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의 활용조차
어려우면서도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o 현행 개인정보 개념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가들조차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 주요내용
o 이에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중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부분을 ‘누구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로 변경하고, 개인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
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한 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 대상의 명확성과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 제65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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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선거
운동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로 신고된 건만 489건으로 이르고 있음
o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o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나, 실제 단속 및 처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법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 방법에 관계없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로 제한함(안 제59조제2호 후단)
o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 미리 선거
구민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있도록 함(안 제
60조의3제1항제6호 후단ㆍ제82조의4제1항 후단 및 제82조의5제1항 신설)

o 선거구민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61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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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사이의 접목ㆍ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o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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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o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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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2018. 12.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o 이에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2호)
o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o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o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o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
정보연계시스템 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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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됨
o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우편대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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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중 음란정보에 대하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사행행위에 관한 정보 등 음란정보 이외의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웹하드에서 불법정보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웹하드 사업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o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
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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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
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반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주요내용
o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ㆍ
추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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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유통ㆍ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임

▶ 주요내용
o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ㆍ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등)
※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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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일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줄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주요내용
o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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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블로그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함
o 일부 판매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ㆍ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고 되지 않은 SNS 거래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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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온라인에서 물품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나, 소비자가 특정 인터넷도메인을 입력하더라도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o 인터넷도메인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결과인 경우도 있으나,
해외에 본사를 둔 내국법인이 가격차별 등을 위해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막고 국내
사이트로만 접속하도록 리다이렉팅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외 인터넷도메인을 자신의 사이버몰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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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으며,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고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o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o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이 법은 국민의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o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3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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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음
o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 즉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 실제 감청 집행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ㆍ저장하게 됨
o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8.8.30. 2016헌마263등)
▶ 주요내용
o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
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ㆍ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의4)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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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디지털토큰(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불림) 산업에 대한 정책 조율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디지털토큰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일치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o 현재 디지털토큰에 관한 법적 제도가 전무한 상태이며, 관계 부처의 해석과 규제 또한
일관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정책의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o 디지털토큰은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음
▶ 주요내용
o 디지털토큰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금융거래에 있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도록 하여 디지털토큰 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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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유럽 남부 7개국,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확산 공동선언 합의 (2018. 12. 4.)
유럽 남부 7개국이 분산원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참여
국가 간 관련 기술 개발 협력과 우호적 법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2018. 12. 4.)

▶ 개요
o 유럽 남부 7개국2)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촉진과 관련하여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3)에 합의
- 이번 공동선언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럽 남부 국가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
- 이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은 국경 간 분산원장기술 공동 프로젝트 개발과 연구 혁신
투자를 강화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시킬 계획
▶ 주요내용
① 유럽 남부 7개국은 디지털 분야를 향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상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분산원장기술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럽 내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기로 함
② 분산원장기술은 5G, AI, IoT 등의 첨단 기술과 함께 남부 유럽 지역의 발전과 연구개발 및
혁신을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③ 디지털경제사회지표(DESI,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남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성을 보유
- 특히 분산원장기술이 국가별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 혁신과 남부 유럽의 입지를 강화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인식

2) 그리스, 몰타,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3) Southern European Countries Ministerial Declaration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4) 디지털경제사회지표(DESI): EU 정보통신총국(DG CONNECT)이 28개 회원국들의 디지털 성과 및 경쟁력을
측정해 매년 발표하는 지표. ①유·무선 망접근성(Connectivity) ②국민들의 디지털 활용능력(Human
Capital) ③인터넷 활용도(Use of the Internet) ④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⑤디지털 공공 서비스(Digital Public Services)의 5개 분야에 대해 33개 세부지표로 구성해
분석.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 남부 국가들은 조사 대상에서 하위에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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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은 각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개선시킬 것이며, 이 기술을 통해 지중해 연안국들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신뢰 기반 기술로서의 분산원장기술은 원산지 인증, 교육, 교통, 운송, 선박, 부동산,
세관, 법인등록, 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계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변화는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불필요한
절차 해소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게 될 것
⑥ 분산원장기술은 기술 특성상 최종사용자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보호 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블록체인 솔루션은 시민들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기여
⑦ 선언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시민들이 첨단 기술의 잠재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대에 걸쳐 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할 책임을 지님
⑧ 분산원장기술 관련 법제는 이 기술의 탈중앙적이며 중립적인 기술 특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함
- 공공과 민간이 분산원장기술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분산원장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법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이 같은 맥락에서 남부 유럽 국가들은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추진
중인 ‘유럽블록체인파트너십(European Blockchain Partnership)5)’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
⑨ 유럽 남부 7개국은 분산원장기술 분야의 국경 간 자유로운 상호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하며, 향후 남부 지중해 국가들에게도 협력 확대를 위한 문호를 개방키로 함
⑩ 유럽 남부 7개국은 유럽블록체인파트너십의 맥락에서 분산원장기술 분야의 모범
사례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실무 기술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함

5) 보안 및 프라이버시 표준에 기반하여 유럽 내 국경 간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uropean Blockchain Services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2018년 4월에
체결됐으며 21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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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이번 공동선언은 2018년 10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결의안6)과
유럽블록체인파트너십(European Blockchain Partnership)의 이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럽 남부의 디지털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취해진 조치
o 공동선언에 따라 유럽 남부 7개국은 분산원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법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s://www.governmenteuropa.eu/joint-declaration-on-distributed-ledger-technologies/91423/
https://www.sviluppoeconomico.gov.it/images/stories/documenti/Dichiarazione%20MED7%20versione%20i
n%20inglese.pdf

6)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blockchain: building trust with disinter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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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주요 의사결정기구,
사이버보안법 최종 합의 (2018. 12. 10.)
2017년 9월 최초로 제안된 유럽의 《사이버보안법》이 2년여의 논의 끝에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및 EU집행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 (2018. 12. 10)

▶ 개요
o 2018년 12월 10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 및 EU집행위원회가
《사이버보안법》1)에 최종적으로 합의
- 이 법은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2)의 상설 기구화와 권한 확대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European Cybersecurity Certificates)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9월, 《사이버보안법》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2년여의 논의를 진행
- 2017년 11월 유럽이사회는 《사이버보안법》 초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2018년 5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제안》3)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
- 동 법은 2019년 3월에 있을 유럽의회 내 독회, 표결 및 유럽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EU 관보 게재와 동시에 입법 효력이 발생될 예정
< EU 《사이버보안법》 입법 경과 >
발표시기
2017. 9. 13.
2017. 11. 20.
2018. 1. 18.
2018. 5. 29.

내용
법안 제안서(초안) 제출
유럽이사회 법안 채택
유럽의회 경제사회위원회 법안 검토 착수
법안 기본 원칙 합의

2018. 12. 10.

법안 최종 합의

2019. 3(예정)

의회 독회/표결/EU 관보게재

관련 기관
EU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유럽의회
유럽이사회/유럽의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유럽이사회

1) Council of the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ISA,
the "EU Cybersecurity Agen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526/2013,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Cybersecurity Act") - General approach, 2018.5.29.
2)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EU의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 수행
3) A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ISA, the "EU Cybersecurity
Agen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526/2013,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Cyber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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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지위 승격 및 강화
- 유럽 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임무 수행 기간이 2020년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이버보안법》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한시 조직지위에서
EU 산하 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
- 연간 예산이 1,100만 유로로 EU에서 가장 소규모 조직의 하나였으며, 해당 예산을 통해
EU 내 전 지역의 사이버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을 회원국들에게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음
- 《사이버보안법》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ENISA의 연간 예산은 매년 500만 유로씩 증액
되어 4년 뒤에는 현재의 두 배인 2,300만 유로에 달할 전망
- 이외에도 ENISA는 회원국들 간의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강화될 예정
o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
- 《사이버보안법》 입법에 따라 EU는 역내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
- 이 제도는 유럽 최초로 사이버보안 인증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주요
조건의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기능을 반영
토록 하는 이른바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를 포함함
- 한편,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의 관리 감독은 ENISA가 주도적으로 맡기로 함
▶ 시사점
o 《사이버보안법》 제정에 따른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은 유럽 국가별로 다양하게 존재
하는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복수의 보안 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손실과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들이 인증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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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 사이버보안 지원 조직인 ENISA의 상설 기구화는 EU 회원국의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역량 개발 지원과 사이버보안 사고 시 국가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477-F1-EN-MAIN-PART-1.PDF
https://ec.europa.eu/commission/news/cybersecurity-act-2018-dec-11_en
https://www.mayerbrown.com/the-eu-cybersecurity-act-is-almost-there-12-12-2018/
https://eur-lex.europa.eu/procedure/EN/2017_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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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안전청,
교통 분야 사이버보안 로드맵 발표 (2018. 11. 1.)
미국 교통안전청이 연방 및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 전략과 관련하여 교통 분야에 특화된
《사이버보안 로드맵 2018》을 발표 (2018. 11. 1.)

▶ 개요
o 미국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 교통체계분야1) 전
분야에 걸친 《사이버보안 로드맵 2018》(TSA Cybersecurity Roadmap 2018)을 발표
- 로드맵은 ▲교통체계분야의 사이버 환경 ▲물리적 및 사이버 공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위협의 특성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음
- 사이버보안 로드맵은 4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6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교통체계분야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청의 내부 정보기술 시스템 보호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o 교통안전청의 사이버보안 로드맵에서 제시된 목표는 ‘국가사이버전략(The National
Cyber Strategy)’2)과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사이버
보안전략’3)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
▶ 주요내용
o 사이버보안 로드맵 2018에서 언급된 전략적 우선순위는 ▲위험 식별 ▲취약성 감소
▲피해 최소화, ▲사이버보안 대응 결과 개선, 4개의 항목으로 구성
- 각 전략적 우선순위 항목은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전략의 중점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하위에 1~2개의 실행 목표를 정의

1) 미국의 국가 주요기반시설 위기관리 프레임워크로서 2013년에 최초로 수립된 국가주요기반시설보호계획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의 17가지 주요기반시설 분야 중 하나. 계획의 목적은 각 분야별 하위
전략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으로 보안 위기관리와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것. 교통체계분야
(Transportation System Sector)는 항공, 도로, 해상, 철도, 파이프라인 시스템, 화물 철도, 우편 및 선박
등 7대 국가 수송 시스템 분야로 구성되며, 국토안보부와 교통부가 공동 관리 감독
2) 2018년 9월 백악관이 발표한 전략으로 4대 전략과 10개 전략 과제로 구성. 4대 전략은 ▲미국인ㆍ
국토ㆍ시민의 삶에 대한 보호 ▲미국의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증대로 구성
3) 2018년 5월에 발표된 국토안보부(DHS)의 사이버보안 전략은 ①위험 식별 ②취약성 감소 ③위협 감소
④피해 최소화 ⑤사이버보안 성과 개선의 5대 중점분야와 7가지 전략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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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적 우선순위별 주요 내용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사이버보안 로드맵 2018》의 전략적 우선순위별 주요 내용 및 실행 목표 >
전략적
우선순위

DHS 전략
5대

주요 내용

실행 목표

중점분야
Ÿ 교통안전청은

사고

대응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현황과 관련
1. 위험
식별

위험 식별

위기를 평가
Ÿ 모든 사이버보안 활동에 걸쳐
취약점, 위협 및 결과에 대응

Ÿ 교통안전청과

교통체계분야에

발생되는

사이버보안 위험의 변화상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

하기 위한 교통안전청의 활동
우선순위를 설정
Ÿ 조직 및 체계상에서 발생되는 Ÿ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성
취약점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

확보와 관련된 취약점 감소에 노력하며,

Ÿ 기술 역량, 사이버보안 정보

이를 위해 거버넌스, 정보보안 정책 및

2. 취약성

취약성

공유 및 타 기관과의 공조를

감독 기능 강화와 조직 전반에 걸친 방어

감소

감소

통해 교통체계분야 이해관계자

역량, 툴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들이 사이버보안 위기관리를 Ÿ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정부 및 산업계

3. 피해
최소화

위협 감소
피해
최소화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체계

권한을 부여

분야 사이버보안 위기를 관리

Ÿ 네트워크 보호 관련 긴급 Ÿ 사이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관 간 조화로운 대응 체계를 통하여

사이버보안 사고로 유발될

사이버보안 사고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
Ÿ 사이버보안 업계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가능한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Ÿ 연방 IT 보안 정책을 지원하고
4.
사이버보안
성과 개선

사이버보안
성과 개선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교통
체계분야를

국제 협력 촉진과 사이버보안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실행

구축함으로써 Ÿ 교통안전청과 교통체계분야의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위기관리 결과를

활동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화

개선시킬 수 있음

되고 통합된 채널을 통한 업무 조정과
우선순위 할당 원칙에 입각해 사이버보안
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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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미국 17대 주요기반시설 중 하나인 교통 분야의 관할 당국이 운송 및 교통시스템의
안전 및 보안에 특화해 제시한 사이버보안 대응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o 미국 연방의 국가사이버전략에 입각해 사이버보안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전략의 중점분야와 교통안전청의 《사이버보안 로드맵 2018》이 보조를 맞추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에 일관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Reference
https://www.jdsupra.com/legalnews/new-tsa-cybersecurity-roadmap-39305/
https://www.ts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sa_cybersecurity_roadmap_adm_approv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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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물협회,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 해설통지 개정안 발표 (2018. 12. 4.)
미국선물협회가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시 선물협회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의 내용을 추가한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 해설통지》 개정안을 발표함 (2018. 12. 4.)

▶ 개요
o 미국선물협회(National Futures Association)1)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해온 《정보
시스템 보안프로그램 해설통지》2) 개정안을 발표하고 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3)에
승인을 요청
- 미국선물협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에 동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며, 미국선물협회에 속한 회원사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사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함
▶ 주요내용
o 모든 회원사4)는 정보보안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 규모와 사업의 복잡성,
고객 유형 및 데이터의 민감도 등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
해야 함
- 각 회원사는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에 확인된 위협과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보안조치를 명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에 회원사의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고, 데이터 저장이나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주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요 협력업체에 의한 보안 위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회원사는 관련 지식을 보유한 내부 직원이나 외부의 보안 전문가를 활용해 최소 12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적절히 수정해야 함
1) 미국 선물시장 자율규제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감시
하에 선물시장의 공정성 보장과 시장 참여자 보호, 선물협회 회원사들의 규제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담당
2) Interpretative Notice 9070: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grams. 정보시스템에 대한 무허가 접속이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수립을 요구하는 해설통지
3)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 1974년에 설립된 선물과 옵션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
4) 상품거래자문업자, 선물신탁운용, 선물거래중개회사, 선물중개인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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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원사의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은 최고경영자(CEO)나 정보시스템 보안을 총괄하는
임원(최고기술책임자(CTO)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또는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할 권한을 보유한 기타 등기이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원사가 위원회를 통해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의 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상기인
중 한 명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o 회원사는 선물거래5)사업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사고로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
또는 자체 자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거해 고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보안사고를 통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선물협회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회원사는 미국선물협회에 통지 시 사고 내역에 대한 요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에게 사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미국선물협회에 통지서를 서면 요약 대신
제출할 수 있음
o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에 모든 정보보안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교육과
훈련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해당 정보보안 훈련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가 포함되어야 함
- 훈련 프로그램에서 사회공학6)기법 및 기타 시스템 침해와 데이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협 등을 다루어야 하며, 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직원의 고용기간 중 매년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실시함
▶ 시사점
o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미국선물협회에 대한 회원사들의 통지 의무와 직원훈련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회원사에게 한층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요구
※ Reference
https://www.nfa.futures.org/news/PDF/CFTC/Interp-Notc-NFA-CR-2-9-2-36-and-2-49-Information-Systems-Security-Programs.pdf
https://www.jdsupra.com/legalnews/nfa-members-will-you-need-to-update-64730/

5)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
6) social engineering. 컴퓨터 보안에서 인간 상호 작용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상 보안
절차를 깨뜨리고 非기술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얻는 행위(정보보안개론, 양대일 저,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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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민-관사이버보안협력법 발의 (2018. 12. 06.)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보안 취약점 공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민-관사이버보안협력법을 발의 (2018. 12. 06.)

▶ 개요
o 미국 상원의 롭 포트먼(Rob Portman) 공화당 의원과 매기 하산(Maggie Hassan) 의원이
국토안보부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공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민-관
사이버보안협력법(Public-Private Cybersecurity Cooperation Act)》을 발의
- 동 법안은 화이트해커들이 국토안보부 정보시스템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법에 저촉될
위험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지난
9월 통과된 바 있음1)
▶ 주요내용
o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정한 국토안보부의 적정 정보시스템2)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발견
및 보고하는 개인, 조직과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취약점 공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취약점 공개 정책은 ▲개인과 조직,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허용한
정보시스템 선정 ▲발견과 보고를 허용하는 조건과 기준 ▲취약점을 국토안보부에
보고하는 방식 ▲국토안보부가 보고자와 연락하는 방식 ▲보고된 취약점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함
- 국토안보부 장관은 수립된 취약점 공개 정책을 일반에 공개해야 함
o 국토안보부 장관은 취약점 공개 정책을 통해 보고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을
경감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함

1) 《H.R.6735 - Public-Private Cybersecurity Cooperation Act》. 미국 공화당 케빈 매카시(Rep. Kevin
McCarthy) 하원의원 등이 국토안보부의 보안 취약점 공개 정책 수립에 대한 법안을 상정. 동 법은 2018년
9월 7일 발의돼 9월 25일 하원을 통과
2) 적정 정보시스템(appropriate information system)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취약점 공개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약점 발견과 보고가 허용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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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취약점 공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개인과 조직,
기업을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3)에 따른 기소나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법무장관과 협의해야 함
o 국토안보부 장관은 동 법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수립된 취약점
공개 정책 및 취약점 시정절차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o 국토안보부 장관은 취약점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취약점 공개 정책과
시정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보고서 제출일 기준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의회에 취약점 공개 정책과 시정절차에
대한 요약보고를 해야 함
-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요약보고는 ▲해당 기간 동안 보고된 보안 취약점의 건수
(중복 제외) ▲미공개 보안 취약점 중 완화 또는 시정된 건수 ▲보안 취약점을 보고한
개인, 조직, 기업의 수(중복 제외) ▲보안 취약점의 보고 이후 완화나 시정까지 걸린
기간 등을 포함해야 함
▶ 시사점
o 국토안보부에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수립을 요구하는 법안 《S.1281》4)이 지난 4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취약점 공개 정책 수립에 관한 동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보안전문가들에 의한 취약점 보고가 활성화됨으로써 국토안보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향상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735/text
https://www.nextgov.com/cybersecurity/2018/12/senators-introduce-bill-let-hackers-reports-bugs-dhs/153337/
https://www.meritalk.com/articles/new-bill-would-establish-cyber-vulnerability-reporting-for-dhs/

3) Computer Fraud and Abuse Act(CFAA). 1986년에 제정된 CFAA 제1030항은 자기 소유가 아닌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하거나 접근을 위한 코드를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4) 일명 Hack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ill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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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행정심의회,
단말설비규칙 개정 자문 착수 (2018. 10. 26.)
총무성 산하 행정심의회가 IoT 단말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 설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단말설비규칙》과 《통신주임기술자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업계 자문을 요청
(2018. 10. 26.)

▶ 개요
o 총무성의 ‘정보통신행정ㆍ우정 행정심의회’(이하 심의회)가 《단말설비규칙(端末設備等
規則1)》과 《통신주임기술자규칙(電気通信主任技術者規則)2)》 개정에 관한 자문에 착수
- 앞서 총무성의 심의회는 2017년부터 IoT 보급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관련된 기술적
조건에 관해 검토를 실행하여 2018년 9월 12일 개정안을 정리
- 심의회는 2018년 10월 27일~11월 26일 한 달 동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 자문을 요청
o 이번 자문 요청은 두 가지의 규칙 개정을 통해 IoT 기기를 포함한 단말설비의 보안
대책에 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저전력장거리통신(LPWA3)) 서비스와 관련된 전기
통신주임기술자4) 감독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동 규칙은 규칙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
▶ 주요내용
① 단말설비규칙의 개정 내용
o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통신 송수신과 관련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단말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 대책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도록 규정(제34조의 10(신설))
ⅰ. 단말의 전기통신 기능과 관련된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접근통제 기능을 갖출 것
1) 우정성령제31호.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하여 전화, 무선호출기, 전용통신설비 및 기타 디지털 통신기기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2) 우정성령제27호.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하여 전기통신주임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한 시행령
3) Low-Power Wide Area Network, IoT 통신을 위한 전용 기술의 하나로 SigFox, LoRaWAN 등의 기술들이
경합 중. 이 기술은 통신 반경이 수십km로 넓고, 전력 소모가 적어 단말 배터리 수명이 수년간 유지되는
장점을 지님
4) 일본의 전기통신주임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전기통신주임기술 자격증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설치 유지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기 위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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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의 접근통제 기능과 관련된 ID/비밀번호의 경우, 해당 단말을 최초 이용할 때에
미리 설정된 ID/비밀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단말 기기
마다 각기 다른 ID/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ⅲ. 해당 단말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할 것
ⅳ. 해당 단말에 대한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라도 i의 접속제어 기능과 관련된
설정 및 iii의 기능에 의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o 시행일은 2020년 4월을 목표로 함
② 전기통신주임기술자규칙의 개정 내용
o 무선국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통신설비만을 설치해 제공하는 LPWA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점(access point)만 설치해서 제공하는 공중 무선 LAN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장비 설치 시 전기통신주임기술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제3조의2제5항제1호)
o 이 개정안은 통신설비 설치 시 전기통신주임기술자의 감독 없이도 클라우드를 통한
통신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고장 시 원격조작과 간단한 공사 등 현장 작업자들에
의해 자체적인 복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시사점
o 이번 규칙 개정안은 IoT 관련 장비 설치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단말 보안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IoT 서비스 기반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05_02000165.html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811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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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및 NICT법 개정에 따른 총무성령 공포 및 시행 (2018. 11. 1.)
총무성은 행정심의회 자문을 마친 전기통신사업법 및 NICT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총무성령1)을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 (2018. 11. 1.)

▶ 개요
o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 행정ㆍ우정 행정심의회(이하 ‘심의회‘)2)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법》(이하 ‘《NICT3)법》’)의 일부 개정 법률(2018년
법률 제24호)

시행을 위한 3건의 총무성령 제ㆍ개정을 총무성에 제안

o 두 법의 개정안은 2018년 5월 16일에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 5월 23일 공포
됐 으 며 , 법 개 정 에 따 라 제 ㆍ 개 정 된 3건 의 총무성령은 심의회로부터 2018년
8월~10월 간 검토 자문을 마친 뒤 2018년 11월 1일 시행4)에 들어감
< 《전기통신사업법》 및 《NICT법》 개정에 따라 제ㆍ개정된 총무성령 개요 >
총무성령
총무성・재무성령제5호
(総務省・財務省令第5号)
총무성령제61호5)
(総務省令第61号)

총무성령제62호
(総務省令第62号)

-

-

주요 내용
NICT의 채무 보증 업무, 투자 업무 및 이자 보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 운영에 관한 조례 및 NICT의
채무 보증 업무, 투자 업무 및 이자 보급 업무에
관한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하는
총무성령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멀웨어 감염에 대한 제3자
기관6)과의 정보 공유 및 감염기기 발생 시 이용자
에게 주의 경보할 것 등에 대한 성령
《NICT법》 부칙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제9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실시에 대한 계획에 관한 성령
IoT 기기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관련 성령
NICT 업무의 운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및
NICT 업무에 따른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 일부
개정

시행일
‘18년 11월 1일

‘18년 11월 1일

‘18년 11월 1일

‘18년 11월 1일

1) 성령은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함
2) 情報通信行政・郵政行政審議会. 총무대신의 자문 요청에 대해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우편법》, 《우정민영화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 정비에 관한 법률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
3)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총무성 산하의 국립 연구개발법인으로서,
통신ㆍ방송ㆍ전파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관련 총무성의 정책을 지원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NICT법》 개정안 시행일은 관련 총무성령의 시행일과 동일

- 47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5 (December 2018)

해외 입법 동향

일본

▶ 주요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총무성령 제61호》에 반영된 보안 관련 내용
o 지난 5월 총무성은 네트워크 활용이 대부분 인터넷망(IP망) 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로 인해 부상하는 전기통신 설비 관련 위험에 대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o 《전기통신사업법》과 《NICT법》의 개정에 의해 제정된 《총무성령 제61호》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IoT 저변 확대와 네트워크의 IP망 이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
- 동 령은 각 통신사업자들의 멀웨어(malware) 감염기기 정보를 제3자 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감염기기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주의 경보 발령 및
공격 통신 차단 등을 담고 있음
② 《NICT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총무성령 제61호》에 반영된 보안 관련 내용
o 지난 5월 NICT의 업무 운영에 관한 성령 2건에 대한 개정7)과 IoT 확산에 따른 기기
보안 강화에 대해 《총무성령 제61호》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NICT법》이 개정됨
- 개정된 《NICT법》에 따라 NICT는 2024년 3월 31일까지 ID/비밀번호 설정을 지원하지
않는 전기통신기기를 조사하기로 함
- 또한, 조사를 통해 전기통신설비의 ID/비밀번호 설정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NICT가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를 요구하는
주의 환기 통지를 하도록 함
o 새로 제정한 《총무성령 제61호》는 IoT 기기에 대해 다음의 비밀번호 입력 규칙을 규정
- IoT 기기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구성할 것
- 현재까지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이버공격에서 자주 활용되어 온 비밀번호 유형이나
기타 동일한 문자 또는 연속하는 문자를 사용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조합을 제외할 것
ㆍ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이버공격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밀번호 예시: password,
admin1234, supervisor, smcadmin
ㆍ동일한 문자 또는 연속하는 문자만을 사용한 비밀번호 예시: aaaaaaa, 1111111, abcdefg, 1234567

5) 《총무성령 제61호》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정된 《NICT법》에 대한 시행령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
성령
6)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와 유통을 전담하는 제3자 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7) 《총무성・재무성령 제5호》, 《총무성령 제62호》

- 48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5 (December 2018)

해외 입법 동향

일본

▶ 시사점
o 일본 총무성은 네트워크의 IP망으로의 이행과 IoT의 저변 확대에 대응해 《전기통신
사업법》과 《NICT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인 《총무성령 제61호》를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총무성령 제61호》은 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의 감염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도록 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
- 또한 전기통신 설비의 멀웨어 감염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주의 경보 발령을
의무화해 감염사고 발생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
o IoT 기기 비밀번호 규정 개선에 중점을 둔 《총무성령 제61호》는 IoT 기기 보안을 강
화함으로써 IoT 확산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입법 사례로 평가

※ Reference
http://www.soumu.go.jp/menu_hourei/s_shourei.html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79753.pdf
http://www.soumu.go.jp/menu_hourei/s_houritsu.html
http://www.itresearchart.biz/?p=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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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중소기업용 IoT 품질 확인 점검 리스트 공개 (2018.11.13.)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중소기업의 IoT 품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체 검증과 평가 방법을 제시한 IoT 품질 확인 점검 리스트를 공개 (2018.11.13.)

▶ 개요
o 2018년 11월 13일,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1)가 ‘중소기업용 IoT 품질 확인 점검
리스트’를 발표
-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는 앞서 2018년 3월 일반적인 IoT 품질 확보와 관련하여
‘IoT 품질 확보 안내서2)’(이하, ‘안내서’)와, 안내서의 내용이 개발·운용 현장에서 올바
르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IoT 품질 확보 점검 리스트3)’(이하, ‘점검
리스트’) 2종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용 IoT 품질 확인 점검 리스트’(이하, ‘중소기업 점검 리스트’)는
상기 점검 리스트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제품·시스템과 관련된 품질 확인 점검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
▶ 주요내용
1. IoT 품질 확보 안내서와 점검 리스트
o (안내서) 2016년 3월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가 발표한 ‘IoT 개발 지침4)’에서 언급된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문서
- 본 안내서에서는 품질 확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검토를 위해 ‘개발·보수’의 3개 활동과
‘운용’의 2개 활동 및 하위 13개 상세 검토 항목을 언급

1)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일본 IT 전략을 기술 및
인재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소관 하에 2004년 설립한 조직
2) つながる世界の品質確保に向けた手引き
3) つながる世界の品質確保チェックリスト
4) つながる世界の開発指針. IoT 제품 개발자, 품질관리자 및 운용자가 고려해야 할 위협 대책을 ▲방침
▲분석 ▲설계 ▲보수 ▲운용의 5개 항목 및 하위 17개 지침으로 구분해 정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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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보수
· V&V5) 관리: IoT 품질 확보를 위한 검증·평가기획 방안 수립
· 타당성 확인: 이용자 관점에서 IoT 기능과 연결성이 만족스럽게 구현되고 있는 지를 확인
· 검증: IoT 특징을 고려한 테스트 설계, 효율적인 IoT 테스트 실시
② 운용
· 운용 관리: IoT 품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운용계획 수립
· 운용 실시: 장기 이용 시 품질 유지와 개선
o (점검 리스트) 13가지 상세 항목별로 IoT 특징을 고려하여 품질 확보와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점검 사항을 일괄 제시
- 200개가 넘는 각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대상 검토 여부/실시 상황/근거 자료/확인일’
기입을 위한 별도의 칸을 제공
2. 중소기업 점검 리스트
o (중소기업 점검 리스트) IoT 기기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IoT 기술이 안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에 대한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작성
- 대상: ▲IoT 기기·시스템·서비스 개발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IoT 기기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중소기업 및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과 품질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
- 점검 항목: ▲검증·평가계획 ▲요구 사양 검토 ▲테스트 설계 ▲테스트 실시 ▲운용
계획 및 ▲운용 실시의 개발-운용까지의 6개 라이프사이클 순서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위 세부 항목은 총 24개로 구성
· 각 점검 항목에 대해 ‘대응 상황(실행 과제 점검란)/판단 근거/근거 자료’ 기입을 위한
별도의 칸을 제공
▶ 시사점
o 일본은 이미 ‘IoT 개발 지침’을 공개한 2016년부터 IoT로 인한 위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조직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및 품질 보수 유지와 관련된 실무
가이드 마련에 적극 대처해 왔음
o 2018년 들어 일본 정부는 기존의 개존 개발 지침의 17개 점검 항목을 200개가 넘는
세부 점검 항목을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이번 중소기업 점검 리스트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5) Verification(검증)&Validation(타당성):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신뢰성 및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과
타당성 업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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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https://www.ipa.go.jp/ikc/reports/20181113.html
https://www.ipa.go.jp/sec/reports/20180322.html
https://www.ipa.go.jp/sec/reports/20160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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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안전평가규정 시행 (2018. 11. 30.)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자체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당국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안전
평가규정》이 시행됨 (2018. 11. 30.)

▶ 개요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안전평가규정》6)을 11월
15일 발표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동 규정은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동영상 클립, 채팅방 등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터넷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정보
판공실 또는 공안기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주요내용
o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는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채팅방, 서비스
계정, 동영상 클립, 정보공유, 미니앱7) 등의 서비스 및 기타 여론을 표출하거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o 다음에 해당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사업자는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함
-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기존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여론
주도성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 새로운 기술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 인터넷정보서비스의 기능이나 기술 구현방식
등이 크게 변화되어 여론 주도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 사용자 규모가 현저히 증가해 여론 주도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및 불법 유해정보가
인터넷 상에 확산되어 기존 보안조치로 사이버보안 위험의 효과적 통제가 어려운 경우
- 그 외 성급ㆍ시급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나 공안기관이 서면으로 안전평가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6) 具有舆论属性或社会动员能力的互联网信息服务安全评估规定
7) 앱 내에서 다른 기능을 가진 앱을 구동할 수 있는 앱 스트리밍 서비스로, 텐센트(Tencent)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처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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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정보서비스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거나 제3자 안전평가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정보서비스의 합법성과 보안조치의 유효성, 보안위험의 통제현황
등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실시하되,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함
- 서비스의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조직의 수립 현황, 사용자 신원확인 조치 및
사용자 등록정보 보관조치,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유해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적 조치, 사용자 불만 신고 시스템 구축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 현황 등
o 인터넷정보서비스 사업자는 안전평가에서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각 시정해야 하며,
서비스 기능과 범위 등의 기본 정보와 안전관리제도 및 기술조치 현황, 위험통제 효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인터넷정보서비스 사업자는 안전평가 보고서를 해당 지역 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기관은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관리제도를 수립해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이버보안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통지함
-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사업자가 동 규정에 따른 안전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기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함
▶ 시사점
o 중국은 반정부적이거나 사회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정보를 사이버보안
위험으로 보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 서비스를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함

※ Reference
http://www.cac.gov.cn/2018-11/15/c_1123716072.htm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27606.shtml
https://www.warc.com/newsandopinion/news/china_demands_user_data_from_tech_firms/41335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2173384/chinas-cyber-watchdog-demands-user-data-internet-firms-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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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시판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8. 12. 7.)
캐나다 보건부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시판 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에
착수 (2018. 12. 7)

▶ 개요
o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거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침을 다룬 《시판 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1)
초안을 발표하고 60일 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동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기 라이선스 신청서류에 포함해야
할 정보에 대해 명시함
▶ 주요내용
o 동 문서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거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모든 의료기기(1등급~4등급)2)에
적용되며, 제조업체가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시판 전 라이선스 신청 시
기기의 사이버보안을 입증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o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잠재적 사이버보안 위험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완화할 책임이 있음
o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전략은 ▲보안설계 ▲위험관리 ▲사이버
보안 위험통제조치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시험 ▲신규 위협의 모니터링과 대응계획을
포함해야 함

1) Draft Guidance Document – Pre-market Requirements for Medical Device Cybersecurity
2)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큰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더 많은 규제의 적용을 받음. 2~4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시판전 의료
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판전 심사 중 기기의 안전성 검사는 고위험 의료기기(3,4등급)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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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전략 >
영역

내용

보안 설계

Ÿ 제조업체는 제품 수명주기의 초반, 설계요건의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기기의 유용성(usability) 등 다른 안전 측
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기의 사이버보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해야 함

위험관리

Ÿ 의료기기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가 요구되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기기의 위험관리 절차에 통합하여 사이버보
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함

검증 및 확인 시험

Ÿ 모든 사이버보안 위험통제조치는 설계규격이나 설계요건과 대조해
검증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 시험은 사이버보안 위험을 완화
하기 위해 적용한 기능과 특성, 설계요소 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함

신규 위협의
모니터링과 대응 계획

Ÿ 제조업체는 시판전 라이선스 신청서류에서 의료기기의 사용기간 중 새
로 나타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과 대
응 방안을 포함시켜야 함

o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라이선스 신청서류에 캐나다 보건부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위의 4개 영역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제조업체가 제공할 주요 정보로는 ▲기기 라벨과 포장 라벨,
제품 관련 문서3) ▲위험평가 보고서4) ▲기기 품질보증계획 ▲안전 및 효능 증명서류5)
등이 있음
▶ 시사점
o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 Reference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public-involvement-consultations/medical-devices/consu
tation-premarket-cybersecurity-profile/draft-guidance-premarket-cybersecurity.html
https://www.emergobyul.com/blog/2018/12/health-canada-setting-pre-market-medical-device-cybersecurity-requirements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18/12/premarket-device-cybersecurity-health-canada-issu
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포함된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기재한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와 제품 사용설명서 등
4)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위험 평가 및 분석 보고서로, 기기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 완화 조치
내역을 포함해야 함
5) 제조업체가 기기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한 사이버보안 연구 내역을 의미하며,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적용한 표준의 목록, 사이버보안 시험,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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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국외이전 검사/평가 의무화 ’19.1.1. 시행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
• (現) (사)지식일자리포럼 회장
• (現)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現)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
• (前)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논란의 배경
가상세계와 현실,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각국은
앞다투어 사이버 보안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EU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도입하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GDPR에 맞춰 올 5월 23일에 새로운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2016년 11월에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안전을 위해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1)을
제정해 작년 6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동 법률은 사이버 보안 심사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의무화 조항’은 외국 기업
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일으켜 2018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이 조항은 구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CJ나 맥도널드 등 식품회사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지 않고 중국 내에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해석기준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도 이와 거의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동 법률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2)
이러한 점에서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1) 국내에서는 이 법률을 ‘사이버안전법’ 및 ‘네트워크안전법’ 등으로 혼용하여 부르고 있으나 후자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본다.
2) EU·中·베트남...이제는 `사이버 안보 전쟁`, 매경이코노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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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의무 조항’을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다른 해외 사업자들이 동
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알아봄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전망해
본다.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의 주요 내용

1. 제정 경과와 관련 조직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이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일부 조항 유예)이 되고 있다.3) 이 법률의 제정 작업은 2014년 2월에 설립된 中央网
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Central Leading Group for Cybersecurity and Informatization)이며,
국장이 시진핑 총서기라는 점에서 이 법률의 중요성과 확산력을 알 수 있다. 시 주석은
2014년 4월에 처음으로 "전체적인 국가안전관"이라는 개념을 제기한 이후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안전 관련 입법을 강화하게 되었다.4) 중국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안전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네트워크 정보담당기관, 국무원의 공업정보화부, 공안
당국 등이 있으며5), 특히 China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enter(CNIT
SEC)는 네트워크 보안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 네트워
크 안전 담당 부서가 포함된다.
동 법은 총 7개 장 7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全国人民代表大会, 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 全文
<http://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htm>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안전 관련 입법으로 네트워크안전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국가안전법
등을 제정하였다.
5) 네트워크안전법 제8조 “국가 네트워크 정보담당기관은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 업무와 관련 관리 감독
업무를 일관되게 계획하고 조율한다. 국무원의 공업정보화부와 공안기관과 기타 관련 부처는 본 법과
관련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안전보호와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 58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5 (December 2018)

기고

제1장 총칙
제2장 네트워크 보안 지원 및 강화
제3장 네트워크 운영 보안
제4장 네트워크 정보보안
제5장 감시 및 조기 경보 및 응급 처치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보칙

2.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법은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여 네트워크 사이버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개인,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동 법의 적용 범위로 ‘중국에서 네트워크의 설치, 운영, 유지, 사용과 네트워크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본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여기서 ‘네트워크’는
컴퓨터 2대 이상이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모두 포함되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네트워크안전법은 B2B
기반의 IT 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는 중국 공민의 ‘개인정보’와 ‘네트워크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정보란 “국가의 안전, 영예 및 이익에 해가 되고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부추기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도록
조장하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양하고 민족 원한과 시기를 조장하거나 폭력과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정보를 날조하여 퍼뜨려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타인의
명예, 사생활, 지식재산권 그 밖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7)
6)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7)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분석 및 대응 방안, Creative & Smart, 2016.12.9.
<https://blog.lgcns.com/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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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정보‘도 지나치게 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에 따른
오남용이 우려된다.

3. 네트워크 보안등급보호제도

이 법은 ’네트워크 운영자(network operators)‘와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로 구분하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보유자(network owners)뿐만 아니라 관리자(managers),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network service providers)를 포함하므로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버,
애플리케이션, IT 장비 등을 운영하는 모든 운영자가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제도’를 실시하는데(법 제21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 제도에 따라 일정한
안전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운영자는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할 대책과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네트워크 보안 등급별로 명시된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내부 관리제도 및 프로세스 제정, 네트워크 안전 책임자 지정, 보호책임 세분화
② 컴퓨터 해킹 방지 등 기술적 조치
③ 네트워크 운영상태 상시 감독 및 기록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일지 보관기간 6개월 이상
④ 데이터 유형 구분; 중요 데이터 백업 및 암호화 등 조치
⑤ 법과 행정법규에 규정한 그 밖의 의무

4.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의 지정과 의무

핵심정보 인프라(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국가는 공공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에너지, 운송, 수자원 관리, 금융, 공공 서비스, 전자 정무 등 주요 산업과 분야 등이 손상을
입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국가보안, 국민경제 및 국민의 삶과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31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구체적인 범위와 안전보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앞서
설명한 보안 등급의 최상위에 있으며 운영자로 지정되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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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는 의무이다(법 제37조). 만일 필요한 경우 중국 외부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8) 또한 중국 정부는 안전 수준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점검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의무화 조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2018년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태이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아직도 논의 중이다.
한편, 중국은 네트워크 핵심장비와 보안장비에 대해 국가 표준 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을 거친 제품만이 판매 가능하도록 한다.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장비를 동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이라도 중국 보안인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장비의 사용과 호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5. 제재

이 법의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1억 원 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이트 폐쇄를 비롯한 구류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
36건, 경고 15건, 벌금 12건, 신규사용자 등록 및 영업정지 6건, 구류 3건, 사이트 정지
2건 등이 있다. 실제 바이러스를 내버려 두거나 금지 물품을 판매한 사이트를 폐쇄한
사례가 있으며(타오바오, 동화순 금융망, 새우음악망 등), 또한 불법적인 취재 및 편집,
게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금일 톱 뉴스, 수호망, 봉황망, 북청망 등)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법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세부 규정의 해석이 모호하고
불확정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상당하며, 기업은 자신의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언론 통제나 행정규제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네트워크안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적용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네트워크안전법 제38조 “핵심네트워크인프라 운영자는 반드시 자체로 또는 네트워크보안서비스기구에
위임하여 자신의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가능한 위험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검사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
가상황과 개선조치를 해당 핵심정보인프라안정보호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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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별 위반 건수>
법조문

적용 건수

제59조 네트워크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12

제61조 사용자 실명관리 의무 처벌 조치

12

제21조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 의무

11

제68조 위반 정보관리 의무 처벌 조치

10

제47조 플랫폼 위반 정보 관리 의무

9

제24조 사용자 실명관리 의무

3

해외 사업자의 반발과 대응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동 법률은 표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국가 및 국민 안전을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심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의 국산화, 자국 산업 보호, 인터넷뉴스정보 활동의 통제, 기업체 검열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로 지정되면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어야만 하고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Dropbox, 아마존 등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는 사실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데이터 서버에 대한 추가 투자와 인력 보강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IT기업들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일부 기업들은 중국
진출 자체를 전면 검토하고 있다. 즉 동 법은 에너지, 금융, 교통, 수자원, 위생·의료, 교육,
사회보험, 식품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트워크안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규제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통운의 경우 전형적인 B2B
사업자로서 개인정보를 거의 취급하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운송물의 유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중국의 대형 로펌들도 법규정의 해석을 놓고 제각기
다른 답변을 내놓거나 2019년 1월 1일 이후 법 집행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직 등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심사를 장기간 지속하여 계속적으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파견하여 대응하고
있다. 자문단은 정부 관료,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정부와
지속적인 미팅을 가지며 확정되지 않은 세부 기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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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과 전망
美中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新보호주의’는 보안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대, 칭화대 등 주요 대학이 캠퍼스 출입 시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상하이 지역 호텔과 식당들은 홍채 인식을 요구하기도
한다.9) 중국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범인을 검거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발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민을 계몽하고 있으나, 생체정보를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수집하는 사실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생체정보
만큼 민감한 해외 기업의 중요 정보를 중국 공안이 보도록 하고 수집하도록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남방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10) 등 국가들도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과 유사한 규제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미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이 수장을 맡아
제정된 입법인 만큼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의무화 조항’은 아직도 논란이 많아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자문단을 파견하여 대정부 대응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문단은 정부 관료는 물론 기술,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성이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단순히 현황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대정부 대응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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