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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9. 2. 12., 시행 2019. 2. 12.)

▶ 소관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o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세부요건을 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하려고 함
o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
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제9조제8항 및 별표 7)
o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매입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함(제22조의11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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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o 개인정보 중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의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낮추고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주요내용
o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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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 날조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상황임
▶ 주요내용
o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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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o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공개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o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비록 비방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의
공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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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중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의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낮추고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o 현행 규정은 시정권고 없이 바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고,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침해의 다양한 유형을 모두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o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ㆍ보완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o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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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산업의 성장 및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조성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현행법의 개선ㆍ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o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과 같이 개인정보에 일정한 조치를 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ㆍ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보호와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임
o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증대하고,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개인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ㆍ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규정하고, 가명
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함 (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o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그 결과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o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명정보와 가명정보집합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8조의5제1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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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암표매매는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만 금지될
뿐이어서 해당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o 온라인 암표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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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한정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받는 자를 확대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제보도 공익신고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o 또한 현재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협소하여 공무상 직권남용에
대한 신고가 제외되는 등 많은 허점이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
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익침해
행위에 「형법」 제7장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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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정보의 제공
또는 재화ㆍ서비스의 거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인정보통신기기인 키오스크를
도입ㆍ사용함에 따라, 키오스크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ㆍ고령자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키오스크는 접근성 보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주요내용
o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ㆍ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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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o 국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삼차원프린팅기술의
실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개발되는 삼차원프린팅기술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
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4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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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의 보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의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현행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
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 대행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의견이 있음
o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
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주요내용
o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11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7 (February 2019)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음
o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임

▶ 주요내용
o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ㆍ
알선ㆍ유통ㆍ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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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
판매”라 함)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함)할 수 있음
o 최근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함)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후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함)를 제공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보다 저렴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요금제를 구성하도록 하여 통신요금 시장에 경쟁이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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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가
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면제됨
o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해당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부분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o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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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보ㆍ수사기관과 전기
통신사업자 역시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사전ㆍ사후를
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정보주체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o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기도 하지만, 확인 요청 건수 대비 제공 건수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3분의 1에 불과함

▶ 주요내용
o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지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
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및
제104조제5항제1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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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전화통화ㆍ문자
메시지(SMS)와 같은 종래의 수단 뿐만 아니라, 메신저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ㆍ모바일
앱(Application) 등의 새로운 전기통신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o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포통장의 양수도ㆍ대여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의
양수도ㆍ대여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접근매체의 양수도ㆍ대여 및 유통을 알선ㆍ광고하는 행위 뿐 아니라,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함(안 제6조제3항제5호)
o 접근매체를 양수도ㆍ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ㆍ광고하는
행위와 접근매체의 양수도ㆍ대여 및 보관ㆍ전달ㆍ유통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
(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
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ㆍ전달ㆍ유통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9조제4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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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공무원자격 사칭은 오프라인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직책이나 명함을 SNS 등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도 ‘공무원자격 사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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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정부,
인공지능 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2019. 2. 11.)
미국은 인공지능(AI)1) 분야의 기술을 미래 산업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2)을 시행 (2019. 2. 11)

▶ 개요 및 경과
o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적인 대응방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
- 동 명령은 ▲인공지능 연구개발(R&D)의 확대 ▲공공 데이터 공개 및 활용도 향상 ▲
인공지능 표준기술안전 기준 개발 ▲인공지능 기술교육 확대를 통한 인력 양성 ▲인공
지능 기술보호를 핵심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지속적인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5개의 원칙과 6개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
o 2019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것임
▶ 주요 내용
o 미국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우위 확보 원칙은 ▲정부-산업계-학계 공동의 기술적
돌파구 추진 ▲신산업 창출과 기술표준 개발 추진 ▲기술 개발ㆍ적용 능력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자유를 보장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 환경 조성의 5개로 구성
- 각 원칙은 전략적 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하위에 세부 실행 목표를 마련함
o 연방기관은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관련 중장기 연구를 지원
-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려는 각 기관의 장은 2020년부터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 2019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 확대를 위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고려
1) 본 명령에서 정의한 “인공지능(AI)”이란 AI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제품 시스템, 인공지능 기법의 적용, 사이버
인프라, 데이터 세트 및 표준 등 인공지능에 대한 연방 투자의 전체를 의미
2)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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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법 동향

미국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마다 관리예산처와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에게 우선
순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출 규정에 대한 제정 이후 90일 이내 인공지능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지출될 기금의 총액을 보고해야 함
o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확대 공개하여 연구 및 개발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장은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ㆍ개발에 해당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와 품질 개선에 노력해야 함
-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리예산처 책임자는 연방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접근과 품질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공지를 연방 관보에 게재해야 하며, 데이터 접근 장벽과 품질
수준에 대해 조사해야 함
- 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리예산처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한 후 품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별위원회3)는
180일 이내에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데이터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향후 데이터 활용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
o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확대를 위한 표준 개발
- 국립표준기술원은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술표준 및 관련 도구 개발을 위한
연방참여 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며, 신뢰성ㆍ건전성ㆍ보안성ㆍ휴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의 안전기술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 관리예산처는 기관의 규제와 비규제 사항을 통지하고, 기술의 이용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개
규정 초안을 발표해야 함
o 인공지능 기술 교육의 확대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연방직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인공지능 기술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과학, 기술 프로그램, 과학, 공학, 수학 교육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와 개발자를 양성
- 각 기관은 매년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과과목을 통합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포함한 성과 계획을 특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소속의 인공지능 선정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인공지능 및 연방정부의
기술, 데이터,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국기술위원회에 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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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는 인력교육개발에 관한 권고안을 제공해야 함
o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AI기술의 보호
- 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에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 시사점
o 미국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동 행정명령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시사
o 지금까지 축적한 인공지능 기술의 위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술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국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Referenc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maintaining-american-leadership-artificialintelligence/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accelerating-americas-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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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콘텐츠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지침 개정안에 합의 (2019. 02. 13.)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온라인 플렛폼에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지침 개정안1)에 최종 합의 (2019. 02. 13)

▶ 개요 및 경과
o EU는 2001년의 저작권 규칙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안을
2016년 9월에 최초 제안하였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유럽의회가 채택한
개정안에 대하여 유럽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것임
- 개정안은 EU 디지털 통합 시장의 저작권 규정과 지침으로 구성되며, 마라케시 조약
(Marrakesh Treaty)2)의 이행 규정을 포함
- 주요 논의 사항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3)(제11조) 및 업로드 필터4)(제13조) 관련 지침
o 저작권 규칙 개정안의 목적은 ▲유럽 전역의 온라인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 ▲연구 및
교육, 문화유산 보존 분야는 저작권 사용 용이 ▲공정한 온라인 콘텐츠 시장 창출임
- 또한 마라케시 조약이 EU법에서 시행되어 시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과 규정을 합의
▶ 주요 내용
o 디지털 환경에서의 작가, 공연자, 저널리즘의 보호를 강화
-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 사용에 대하여 창작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1)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 발효일 2016. 9. 30 ] [ 다자조약, 제2304호, 2016. 9. 12, 제정 ]
3)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로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ㆍ가수ㆍ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4)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에 해당 콘텐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인 경우 이를 차단하
거나 삭제하는 등 콘텐츠의 업로드를 통제하는 기술적 수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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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와 공연자에 대하여 비례적인 저작권 보상 규정을 마련
- 언론과 출판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재사용 방식을 협상할 수 있고, 콘텐츠
사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o 일반 사용자의 컨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 규정 수립
- 사용자들은 새로운 라이선스 규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등과 같은 SNS 플랫폼에 합법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음
- 인터넷 밈(Internet meme)5)과 사회현상에 대한 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상을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콘텐츠가 제거된 경우에는 콘텐츠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o 연구와 교육, 문화유산 보존의 목적으로 저작권 자료 활용 가능
-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 시에는 본 저작권 규칙의 예외로 함
- 학생과 교사는 교육 목적으로 온라인 강좌 등에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유럽의 박물관, 자료실, 기타 문화유산 관련 기관은 소장품 등 문화유산 보존 시 저작권
사용의 제한이 없음
o 언론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도입 관련 규정: 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 보호 (제11조)
-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사의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6)(2001/29/EC) 제2조(복제권)와 제3조 제2항(공중이용제공권)에 규정된
권리를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해야 함
- 다만 언론출판물을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이퍼 링크, 개별 단어의
사용, 매우 짧은 발췌에는 적용되지 않음
- 언론출판물의 저작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 이용을 통해서 받는 수익
에서 적정한 분배를 받아야 함
o 업로드 필터 관련 규정: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제13조)

5) 인터넷에서 이미지, 동영상, 해시태그, 유행어 등의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회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소셜 아이디어, 활동, 트렌드 등을 일컫는 말
6) Directive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본 지침은 정보사회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유럽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목적
으로 함. 주요 조문은 제2조(복제권), 제3조(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제
4조(배포권), 제5조(예외 및 제한), 제6조(기술조치에 관한 의무), 제7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등의 총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1년 5월 2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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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보호 저작물 또는 그 이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저작권 보호 대상을 대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공중전달권)과
제2항(공중이용제공권)에 언급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호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관련성이 있는 특정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으며, 권리자가 침해를 통보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향후 업로드를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의 이용자는 인용, 비평, 평론, 캐리커처, 패러디, 모방
(pastiche)의 목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음
o 합의된 내용은 유럽의회와 협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 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후 2년 내에 회원국은 새로운 규정을 각국의 법률에 적용해야 함
- 개정안은 유럽의회의 표결과 회원국들의 서명을 거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임

▶ 시사점
o 유럽 전체의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 규칙 도입으로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고품질 콘텐츠의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o 합의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관련 규정(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은 서비스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반면 출판
언론 및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상 강화로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음
o 동 규칙이 의도와는 다르게 향후 검열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제13조의 경우 업로드 필터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다를 소지가 있음
※ Referenc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528_en.ht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modernisation-eu-copyright-rul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51080727542&uri=CONSIL:ST_6637_2019_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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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합의 (2019. 01. 22.)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공공 부문 데이터의 가용성과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 지침》1)의 개정안에 합의 (2019. 01. 22)

▶ 개요 및 경과
o EU는 공공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신산업 및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 데이터의
재사용 활성화를 포함한 지침2) 개정안에 합의
- 모든 공공 부문의 데이터는 재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
- 통계, 지형공간데이터와 같은 고부가가치 데이터 세트(Data Set) 생산을 지원
- 운송 등 공공 서비스 회사는 데이터 제공 형태와 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사용 요금을 설정
-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도 공공데이터로 포함되며, 공개 및 접근 정책을
개발해야 함
o 현재 공공기관(법률, 교통, 기상, 금융 등)이 상업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산한 데이터의
재이용은 《공공부문 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지침》(2003/98/EC)3)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o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개정된 지침을 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채택 후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시행해야 함
▶ 주요 내용
o EU는 공공부문 데이터의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2018년 52억 유로에서 2030년 194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공공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데이터기반의 신산업 혁신을
도모하고자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 지침》의 개정안에 합의함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 Open Data and 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 기존의 《공공부문 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지침》의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기존의 공공 기관 외에 공공 기금으로 생산된 데이터의 재사용도 가능하게 됨
3) 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이 지침은 유럽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둠. 2003년 1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3년
6월 26일(2013/37/EU)로 2014년 출범한 EU데이터 포털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EU 데이터 개방 전략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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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개인정보가 제거된 가정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국가 또는 지역의 교육 수준,
기상ㆍ기후 데이터, 교통 통계 등과 같은 공공 부문 데이터 사용의 보편화를 다루고 있음
- 모든 공공 부문의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은 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한계 비용4)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공공기관은 동 지침을 준수하고 적절한 데이터 형식 및 보급 방법을 사용해야 함
o 지침의 일반적인 목적은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사용을 통해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긍정
적인 효과를 높이고 EU 전체의 데이터 경제에 기여하기 위함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는 ▲데이터 관리 및 사용 기술의 변화에 적응 ▲공공 정보의
접근성 제고 ▲기초자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생산하는 것임
o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통해 상업적 재사용을 지원
- 수자원 및 전력 공급, 환경, 교통, 주택 등 공공부문의 업무를 민간 주체가 수행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조직과 경영의 관련성이 있는 기관5), 공공부문과 관련성이 낮지만 공적 자금을
지원 받아 생산된 데이터도 공공 데이터에 포함
- 통계 및 지형공간데이터 등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데이터도
개방하여 재사용을 촉진
- 실시간 또는 빈번한 주기로 갱신되는 사물인터넷 등의 센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중 동적 데이터6)의 유형으로 포함
o 위원회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문서 중에서 공공부문 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부가
가치 데이터 집합의 특정 유형 목록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고부가가치 데이터 집합의 특정 유형 목록을 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이익 및 잠재력,
이용자 수, 이용자들이 창출할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고부가가치 데이터 세트는 기계 판독이 용이한 형태로 작성하고, 응용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API)를 통해 열람이 가능해야 하며, 대용량 다운로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배포 시에는 용어 정의, 메타데이터(Metadata)7)의 형식, 기술적 배포 형식을 포함할 수 있음
4) 데이터의 수집, 생산, 복제, 보급, 보존, 권리 확보의 비용과 같은 실비와 합리적인 투자수익률(유럽중앙은행의
고정금리보다 5%이상 높지 않도록 설정)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2조 및 제6조)
5) 공공기관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자본의 과반수 보유, 주식 발행 수의 과반수 지배, 사업의 행정·경영·감독기구의
절반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 (제2조제3항)
6) dynamic data, 데이터의 변화가 실시간 및 빠른 주기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센서에 의
해 측정되어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
7)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해 주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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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은 데이터 배포를 위한 특정 표준개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목록에
포함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편익과 비교해야 함
▶ 시사점
o EU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성장과 일자리의 핵심 원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관련된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o 최근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공공 데이터의
범위를 동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통해 생성되는 대용량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활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Referenc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525_en.htm
https://www.governmenteuropa.eu/public-sector-data-sharing/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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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및 NICT,
IoT 보안 대책 프로젝트 NOTICE 실시 (2019. 02. 20.)
일본 총무성 및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는 최근 IoT기기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보안대책 안내 등을 포함한 NOTICE1)를 실시 (2019. 02. 20)

▶ 개요 및 경과
o 일본 총무성은 2018년 11월 1일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정보
통신연구기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IoT기기를 조사하고 해당
이용자의 주의를 강구하는 대책인 NOTICE를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
- 정보통신연구기구는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를 조사하고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NOTICE지원센터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주의 환기 등의 안내를 받은 이용자에게 비밀
번호 설정 변경 등의 조치를 지원해야 함
- 조사를 통해 취득된 정보는 정보통신연구기구의 실시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o 2019년 1월 25일에 총무성은 정보통신연구기구에서 신청한 《국립연구개발법인정보통신
연구기구법》 부칙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업무2)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음
-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된 업무는 비밀번호 설정 등에 취약한 IoT기기의 조사를 수행
하는 것이며, 정보통신연구기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주요 내용
o 조사 업무는 ▲특정 접근 경로를 통해 보안 취약점 조사 ▲통신 이력 등의 전자적 기록
작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 ▲이용자에 대한 주의 환기 ▲NOTICE 지원센터에 의한
조치 지원 순으로 진행
o 특정 접근 경로를 통해 보안 취약점 조사 및 통신 이력 등의 전자적 기록 작성

1) National Operation Towards IoT Clean Environment
2) 특정 액세스 행위를 통신 이력 등의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는 업무, 특정 액세스 행위와 관련되는 통신
이력 등의 전자적 기록을 증거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대한 대처를 요구 및 통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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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기기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웹카메라 및 센서 등의
IoT기기로, 스마트 폰이나 무선 LAN 라우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PC는 제외
- 포트 스캔 조사는 일본 내에 약 2억개의 글로벌 IP주소(IPv4)를 대상으로 함
- ID와 비밀번호 인증(사이버 위협)이 있었던 IoT 기기를 대상으로 조사
- IoT 기기에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기기는 송수신 IP주소, 통신 일시, 통신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는 전기통신설비사이버공격대처협회3)에 위탁
- 조사 및 전자적 기록을 작성할 때, 기기의 내부에 침입하거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o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 및 이용자에 대한 주의 환기
- 후속 대처가 필요한 기기는 정보통신연구기구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장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전자메일
등으로 주의 사항을 안내해야 함
o NOTICE 지원센터에 의한 조치 지원
- NOTICE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주의 사항의 안내를 받은 이용자가
비밀번호 설정 변경,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용자는 NOTICE 웹 사이트(https://notice.go.jp)와 전용전화를 통해 적절한 보안대책 및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음
o 조사를 통해 획득한 IoT의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 조직적 안전관리 조치: 정보취급자의 명확화, 정보의 누설 등 발생 시의 사무처리 체재의 정비 등
- 인적 안전관리 조치: 정보취급자에 대한 내부규정 등의 주지,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 물리적 안전관리 조치: 정보취급구역의 명확화 및 구분화, IC카드 및 생체인증에 의한
정보취급구역으로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등
- 기술적 안전관리 조치: 정보취급서버에 접근 제어기능 도입, 전기통신설비 사이버공격
대처협회로 정보 송신 시에 VPN 또는 https 접속 등

3) 認定送信型対電気通信設備サイバー攻撃対処協会, 2018년 5월 23에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
통신사업자가 DDos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수행 시 공격 소스의 정보 공유 및 서버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총무대신이 인정한 제3자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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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치: 정보의 보존 기간을 1년 이내로 함
▶ 시사점
o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행사에 범죄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취약한
IoT기기의 사용자에게 주의를 주는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통신 비밀 보호 등과 관련하여 우려의 시각도 있음
o 일본은 IoT기기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2018년에 개정하였고,
본 프로젝트는 동 개정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그 성과가 주목받고 있음
※ Reference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cyber01_02000001_00011.html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976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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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주요 인프라분야의 안전기준 지침 개정 (2019. 01. 17.)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는 전력, 수도, 금융, 공항 등 중요한 14개 인프라 분야의 정보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 지침1)을 개정 (2019. 01. 17)

▶ 개요 및 경과
o 일본은 주요 인프라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센터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시스템의 피해를 줄이고자 안전
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
- 최근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대규모 정전 등으로 중요 인프라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음
- 개정 내용은 주요 인프라 사업자의 적절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데이터 관리 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o 현행 《주요 인프라의 정보보안 확보에 관한 안전기준 등 책정지침(제5판)》2)은 2018년 4월
4일에 개정되었으나, 최근의 자연재해 및 국제적인 변화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조기에
개정하기로 결정
- 《사이버 보안 전략》3)은 주요 인프라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업 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지침을 개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o 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의 방지를 위한 지침 개정 방침
- 2018년 6월 오사카 북부 지진, 7월 서일본 집중호우, 9월 간사이 지방의 태풍 및 홋카이도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통신 장애가 발생
- 중요 인프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센터 등의 설비는 지진, 태풍과
같은 각종 재해에 의해 장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적절한 장소에 설치
1) 「安全基準等策定指針（第５版）の改定」の検討方針
2) 重要インフラにおける情報セキュリティ確保に係る安全基準等策定指針（第５版）(平成 30年４月４日 サイバー
セキュリティ戦略本部決定）
3)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戦略(平成 30年７月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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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보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
o 데이터 관리 방식 및 기타사항
-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중요 인프라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데이터 관리를 촉진하도록 내용을 추가
o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외에 다른 위험요소에도 주의가 필요함
- 부품 교체시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기기의 불량품, 내부의 인적자원 통제 불량 등으로
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다른 시스템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함
- 재해ㆍ재난 등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인프라 사업자는 업무연속성계획
(BCP)4) 훈련이 필요함
o 사이버-물리적 보안대책 프레임워크 고려5)
-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공격 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시사점
o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1일에 중요 인프라 분야의 데이터를 자국 내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해당 분야의 데이터는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
- 중요 인프라 분야 데이터의 해외 유출, 비상사태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중국 통신 설비의 정부부처 사용 금지 방침 등으로 보아 중국 등
해외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
o 이번 방침은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일본 국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인프라 분야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센터 설치 장소 기준을 설정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음
※ Reference
https://www.nisc.go.jp/conference/cs/ciip/dai17/pdf/17shiryo07.pdf
https://mainichi.jp/articles/20190118/ddm/002/010/044000c
4)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5) 사이버보안전략본부 중요인프라조사회의 제17차 회의에서 안전기준 책정지침 개정 방침과 함께 논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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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보보안국,
전자기록시스템 안전장치 지침 개정 (2019. 02. 13.)
독일 연방정보보안국(BSI)1)은 전자기록시스템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기록시스템용
안전장치 지침》2)을 개정 (2019. 02. 13)

▶ 개요 및 경과
o 독일 연방정보보안국은 지난 2018년 8월 6일에 발간한 《전자기록시스템용 안전장치
지침》을 개정
- 2020년 1월 1일부터 전자기록시스템(전자현금시스템 또는 전자금전등록기3))에는 보안
모듈, 저장 매체 및 통합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인증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함
- 지침 개정판은 ▲전자기록시스템의 기술 안전장치 ▲보안 요소 API ▲연방정부 프로젝트
암호화 설정의 각 세부 지침으로 제공
o 독일은 현금 등록 시스템 조작으로 인한 탈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에 《디지털
기록 조작 방지법》4)을 제정한 바 있으며, 본 지침은 해당 법에 따라 인증된 보안 장치로
구성된 전자금전등록기 사용 의무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o 전자기록시스템 기술 안전장치의 구성요소
- 보안 모듈: 인증된 기록 과정에서만 금전등록 정보가 기록되고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정보는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저장 매체: 개별적인 기록은 법적인 보존기간 동안 매체에 저장
- 통합 디지털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이 원활해야 함
o 기술 안전 장비의 인증 요건
- 기록 절차가 시작될 때 금전등록시스템의 기록을 보호하는 기술 안전장치로 제한
1)
2)
3)
4)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Technischen Richtlinien fur Sicherheitseinrichtungen elektronischer Aufzeichnungssysteme
Cash Register. 재화·용역공급의 현금거래 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록하는 기계
Gesetz zum Schutz vor Manipulationen an digitalen Grundaufzeichnungen. 2016년 12월 2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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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모듈에 대한 요건은 정보 보호 시스템 공통 평가 기준(ISO/IEC 15408)5)에 따른
보호 프로파일로 설정
- 저장 매체와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기술 지침에 따라 정의하고 인증 시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o 전자기록 시스템을 위한 기술 안전장치는 아래와 같음 (BSI TR–03153)
- 기록된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이 보장되고, 데이터를 즉시 기록하고 검사하는 과정
에서 조작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전자기록은 세금 신고를 위해 부여된 코드에 따라 입력되므로 이를 조작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기술 안전장치의 제원을 규정
- 기술 안전장치에서 기록된 보안 데이터를 외부로 보낼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
- 기술 안전장치의 시험 규격 및 사례 포함해야 함
o 보안 요소 API (BSI TR–03151)
- 디지털 서명 키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수준을 별도의 응용프로그램 없이 API 형태로
활용하도록 제공
- 보안 요소의 기능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고 기록의
진본성6)과 무결성을 확보
o 연방정부 프로젝트의 암호화 사양 (BSI-03116-5)
- 전자기록시스템의 기술 안전장치에 암호화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설명
- 2022년까지 사용될 암호화 절차의 안전성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여 작성됨
- 암호화 알고리즘과 응용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설명
o 본 지침에 따라 금전등록기 및 기술 안전 장비 제조업체는 연방정보보호국에 전자기록
시스템 안전장치 인증7)을 받아야 함
▶ 시사점
o 독일 연방 재무부는 세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디지털 기록 조작의 방지를 위해
5)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가 정한 최초의 정보 기술 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
6) 기록의 물리적인 특징과 구조, 내용과 맥락을 포함하여 내·외적 증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의 품질
7) 인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그 이전에 전자기록시스템을 구입한 자는 2020 1월 31일 까지 구입장비내역을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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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0년부터 인증된 안전 기술 장치를 탑재한 전자
기록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디지털 조작에 의한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 기술 안전장치 의무화 위반 시 최대 2만 5천 유로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 Reference
https://www.bsi.bund.de/DE/Presse/Kurzmeldungen/Meldungen/TR-03153_neue-Versionen-120219.html
https://www.bsi.bund.de/DE/Themen/DigitaleGesellschaft/Grundaufzeichnungen/grundaufzeichnungen_node.html

- 34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7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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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