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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법령명

주요내용

(발의날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
김상희의원

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2020. 9. 15.)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
이상헌의원

정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2020. 9. 17.)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황운하의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2020. 9. 18.)
•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 함

이상민의원

-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

(2020. 9. 22.)

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조정식의원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2020. 9. 14.)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희용의원
(2020. 9. 11.)

공개하도록 함
-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
- 앱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하여금 특정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거나,

(2020. 9. 8.)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2020. 9. 24.)

-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
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한

김상희의원

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함

(2020. 9. 15.)

-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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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인터넷 유명인들이 광고주 등으로
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한 채 다른
이용자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o 이와 같이 이용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비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그 유명인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
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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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주요내용
o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
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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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음란방송이나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 등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내용의
영상을 송신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적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4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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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제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중앙 집중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탈중앙화ㆍ분산화시킬 수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음
o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o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
을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o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o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
조성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ㆍ창업의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
져야 함(안 제3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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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연구 및 보급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o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
o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0조)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o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지원 등 특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o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ㆍ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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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코로나19로 인해 생산ㆍ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o 우리나라는 의료ㆍ금융ㆍ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높았던
반면,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 및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o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o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o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
o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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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안 제9조)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o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ㆍ장비, 산업데이터를 활용
한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
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o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활성화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2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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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그러나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만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사배열 시스템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o 또한,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지
는 만큼,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
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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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20. 9. 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인공지능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o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o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향이 발생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o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
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o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의 지원,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우수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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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부담금 면제, 국유ㆍ공유재산의 수
의계약 허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문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
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특화단지가 속한 지역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인공지능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규모 시설
및 장비가 기존에 지정한 인공지능특화단지에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인터넷 법제동향, Vol. 156 (September 2020)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0. 9.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2020.12.10.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현행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앱 마켓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
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o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
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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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0. 9.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TV시청을 위해 사용했던 셋탑박스를 넘어 인터
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영상컨텐츠(OTT, Over The Top)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o 이처럼 정보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o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으로써 이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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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유튜브 등)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들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협찬 및 간접광고(PPL)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 이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유료광고 및 협찬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경제적 지원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o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의 기만적ㆍ거짓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명시
하고 있을 뿐, 온라인방송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ㆍ거짓광고 등은 규제
되지 못하고 있음
o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
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o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안 제2조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제9조제3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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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보안청,
연방기관의 취약점 공개정책 의무화 행동지침 발표

(2020. 9. 2.)

미국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보안청이 일반인의 보안 취약점 발견과 제보 활동을 제도화한
취약점 공개정책의 연방기관 의무적용을 담은 행동지침 최종본을 발표(2020. 9. 2.)
▶ 개요
o 지난 9월 2일 발표된 취약점 공개정책(VDP)1) ‘의무화 행동지침’(이하 VDP 지침)2)은
국토안보부(DHS)3) 산하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보안청(CISA)4)이 2019년 11월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 버전
- 이번 VDP 지침은 모든 미국 연방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합법적인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발견과 제보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연방기관의 관련 정보 및 정책 공개를
의무화함
▶ 주요내용
o VDP 지침은 일반인의 연방기관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결함 발견과 관련 제보를
용이하도록 ▲취약점 보고서 접수처 ▲취약점 발견 작업에 허용된 테스트 유형과
시스템 ▲제보 받은 내용 처리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
- CISA는 연방기관들에게 VDP 실행 전에 ▲미 법무부의 VDP 프레임워크5) ▲ISO
29147(취약성 공개)과 ISO 30111(취약성 처리 프로세스)을 비롯한 글로벌 표준6)
▲미국 전기통신 및 정보청(NTIA)7)의 우수사례8) 동을 참고하라고 조언
o (취약점 보고서 수신) CISA는 모든 연방기관에게 VDP 지침 발효 후 30일 이내(2020년
10월 2일)에 기관 공식 사이트(.gov)를 통해 제보자가 결함을 발견했을 때 제보할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180일 이내에 취약점 보고서를 수신할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
1)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ies(VDP): 조직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이고 해로운 취약점을 제보
하도록 윤리적 해커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책
2) Binding Operational Directive 20-01
3)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4)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CISA):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담기관
5) https://www.justice.gov/criminal-ccips/page/file/983996/download
6) https://www.iso.org/standard/72311.html
7)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78년에 설립된 미 상무부 산하기관으로
통신 산업 분야에 대한 자문과 규제를 담당
8) Multistakeholder Process: Cybersecurity Vulner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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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A는 기관이 수신 시스템 구축 시 제보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취약점 보고는 익명 제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CISA 는 연방기관들에 이번 VDP 지침 발효 후 30 일 이내에 외부에도 보안
취약점 보고서 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
· 연방정부 도메인을 관리하는 총무청(GSA) 사이트9)에 취약점 보고서를 수신하고 사서함
관리가 가능한 도메인과 이메일 주소 등록
· 등록 도메인 주소는 해당 연방기관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이메일 주소는
개인 대신 팀 주소를 사용하며, 보안 연락처로 지정해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
o (취약점 공개 정책 개발 및 게시) CISA는 연방기관에 VDP 지침 발효 후 180일 이내
(2021년 3월 1일)에 기관 공식 사이트에 ‘/vulnerability-disclosure-policy’ 경로를 만들고
일반 텍스트 또는 HTML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VDP 내용 게시를 요구
- (테스트 허용 범위) 연방기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 또는 보안 테스트가
허용된 서비스 영역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의 정보 공개 ▲허용된(또는 특별히 허용
되지 않는) 테스트 유형을 공개하고 이때 제보자 개인 식별정보 요청 금지 및 제3자
공개 금지 설명을 반드시 포함
- (보고서 제출방법) 결함 발견 시 ▲취약점 보고서를 보낼 위치(예 : 양식, 이메일 주소)
▲취약점 파악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 요청(예 : 취약점 설명, 위치, 잠재적 영향,
재현에 필요한 기술 , 개념 증명 코드 등)과 함께 익명으로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포함
- (운영 원칙) 호의로 결함을 제보한 일반인에게 ▲취약점 보안연구 활동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 또는 추진하지 않으며 ▲보고된 취약점 응답 및 대응은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언급할 것을 명시
- (금지 사항) 연방기관은 ▲제보자에게 연락처 이외의 개인 식별정보를 요청할 수 없고
▲제보는 모든 일반인이 대상이며, 등록된 자나 미국 시민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
합리적으로 대응시간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보자가 취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제보 받은 취약점의 공개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취약점 형평성 프로세스(VEP)10) 등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9) 미국 총무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1997년부터 미국 정부의 .gov 및 .fed.US 도메인을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
10) Vulnerabilities Equities Process(VEP): 미 연방정부가 보안 취약점을 처리·개선하기 위해 이를 일반에 공개
할지 또는 적대국 공격에 대비해 비밀로 부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정책. 공개 여부는 형평성 검토
위원회(ERB, Equities Review Board)에서 결정. https://www.whitehouse.gov/sites/whitehouse.gov/file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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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약점 공개 처리 절차) CISA는 연방기관이 VDP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의된
프로세스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
- (처리 절차) 연방기관은 VDP 지침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취약점 공개 처리 절차를
새로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며, 수신한 취약점 보고서는 제반 절차에 따라 평가
ㆍ보고ㆍ해결해야 함
구분

관련 규정
 지침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취약점 공개 처리 절차 개발 또는 업데이트
 처리 절차는 취약점 보고서의 제보 내용을 추적해 해결해야 함
 취약점 교정 활동은 내부 조정을 거쳐야 함

처리절차

 취약점은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 조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처리 범위를 벗어난 시스템과 서비스는 보고해야 함
 제보자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해야 함
 제보된 취약점으로 인한 영향을 사고/침해로 평가 및 처리해야 함

- (목표시간 설정 및 추적) 연방기관은 보고서 접수와 결과 통보 등 주요 사항의 경우
목표시간을 설정하고 진행 내용을 추적해야 함
구분
목표시간 설정
및 추적

관련 규정
 취약점 보고서가 접수됐음을 제보자에게 인지
 제보된 취약점 유효 여부에 대한 초기 평가
 제보자에게 결과 통보를 포함한 취약점 해결

o (보고 요구) CISA는 연방기관들에게 VDP를 공표한 이후 즉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CISA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
- 정부 또는 업계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발견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취약점에 대한
유효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 CISA가 특히 외부기관과 관련하여 도울 수 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취약점 공개,
조정, 교정 활동
- 기타 CISA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o (메트릭스 보고) 연방기관들은 VDP 지침 발효 270일(2021년 6월 1일) 이후 《연방정보
보안현대화법》(FISMA)11)에서 규정한 보고 주기의 첫 번째 보고일(2021년 7월 15일)
ges/External%20-%20Unclassified%20VEP%20Charter%20FINAL.PDF
11)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of 2014(FISMA): 2002년 제정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Federal Information Management Act of 2002, FISMA)에서 2014년 Management를 Modernization으로
고쳐 개정한 법으로, 동 법에 의거해 국토안보부가 연방정부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현대화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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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이후부터는 매분기 보고일12)에 국토안보부가 관리·운영하는 사이버스코프
(CyberScope)13) 시스템에 다음 계량 정보(metrics)를 보고해야 함
구분

세부 내용
 취약점 공개 보고서 수
 유효하다고 판단된 제보된 취약점 수
 현재 공개되고 유효한 제보된 취약점 수
 현재 공개되고 유효한 제보된 취약점 인지기간의 중앙값(median age)
 취약점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경과했으며 현재 공개되고 유효한

보고 항목

취약점 수
 90일이 경과한 위험/고(高)우선순위 수준의 취약점 보고서 수
 90일 이상 경과한 보고서의 중위값
 제출된 취약점 보고서들의 유효성 확인 기간의 중앙값
 유효한 보고서를 교정/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의 중앙값
 제보자에게 최초 회신하는데 소요된 시간의 중앙값

▶ 시사점
o CISA는 VDP를 사이버 방어와 정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새로운
보안 표준이라고 평가
- VDP는 사이버보안이 컴퓨터보다 사람에 관한 것이며, 인간의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이라는 관점이 기저에 존재
- CISA 브라이언 웨어 부국장은 이번 VDP 지침이 기존 지침과 많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딱딱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관한 지침이라고 강조
- 의회에서도 제보자들을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봉사하는 ‘사이버 보안연구원’이라
치켜세우며, 기존 연방기관이 취약점 발견자들을 기소하고 괴롭히던 관행을 비판
o CISA는 VDP 지침 추진 일정은 물론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한 응대 지침을 세세하게 제시
- CISA는 연방정부의 VDP 지침에서 표현을 법률적이지 않고 평이한 언어로 할 것을 주문
하면서 위협적이지 않은 매력적인 어조로 짧게 작성하라고 권고

12) FISMA에 의거해 연방기관들은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사이버스코프 시스템에 기관의 사이버보안 현황을
연간(11월 15일) 및 분기(1월, 4월, 7월 15일) 보고를 해야 함
13)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의 5가지 기준(식별, 보호, 감지, 대응, 복구)에 따라
구성한 사이버보안 계량 지표(metrics) 관리 시스템으로 국토안보부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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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VDP에 ▲미국 대중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표기(정책 수혜 대상이 서비스
가입자나 시민권 보유자가 아닌 미국 대중임을 강조) ▲취약점 발견에 도움이 되는
모든 선의의 시도를 환영(정책 준수 자체보다 취약점 발견 보완에 초점) ▲해결 기간
(외부 연구자와 소통을 강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
- CISA는 VDP 착수 전에 올바른 이해를 위한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30일, 180일, 270일
기간 동안 점검해야 할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
- VDP는 폐쇄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사이버보안과 달리 공개적으로 일반인의 선의와
능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과 접근법이 다르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연방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돼 연방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망
[참고]
< CISA의 VDP 의무화 행동지침 추진 일정 및 연방기관의 점검요소 >
구분
VDP 공개 전
30일 이내
(2020년 10월 2일)
180일 이내
(2021년 3월 1일)
180일 이후
270일 이내
(2021년 6월 1일)
270일 이후
2년
(2022년 9월 2일)

점검 요소
 미국 법무부 VDP 프레임워크, ISO/IEC 글로벌 표준, 전기통신
및 정보청(NTIA)의 우수 사례 참조
 연방기관 공식 사이트(.gov)에 보안 담당자 연락처 추가
 신설 도메인을 담당할 조직 결정 및 홈페이지에 반영
 연방기관 공식 사이트(.gov)에 /vulnerability-disclosure-policy
경로에 취약점 공개 정책을 게시
 새로 오픈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는 모두 VDP 준수
 VDP 적용 대상을 90일마다 한 개 이상 확대
 국토안보부 사이버스코프 시스템에 메트릭스(정량 정보) 보고 개시
 인터넷에 접속가능한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에 VDP 준수 적용

※ Reference
https://thehill.com/policy/cybersecurity/514891-dhs-cyber-agency-issues-order-boosting-cybersecurity-vuln
erability
https://gcn.com/articles/2020/09/03/omb-cisa-vdp.aspx
https://cyber.dhs.gov/bod/20-01/

인터넷 법제동향, Vol. 156 (September 2020)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 법안 발의

(2020. 9. 11.)

미국 하원은 온라인에서의 신원 도용에 대처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 법안》(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을 발의 (2020. 9. 11.)

▶ 개요 및 배경
o 미국 하원은 미국의 디지털 신원 확인1)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온라인에서 개인의
신원을 더 쉽고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 법안》을 발의
- 동 법안은 2019년 미국에서 신원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169억 달러에 달하고, 신원 도용
및 신원 사기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함 (제2조제2항·제3항)
- 이에 현재의 디지털 신원 확인 솔루션의 불충분한 점을 개선한 차세대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법안을 발의 (제2조제6항)
▶ 주요내용
o (태스크포스 설립)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 태스크포스를 대통령실에 설치 (제3조)
구분

세부 내용

목적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공공 및

(제(b)항)
구성원
(제(d)항)

임무
(제(f)항)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신원 확인을 지원하는 방안 개발을 목표로 함
 주 및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무장관, 교육부장관, 예산관리국장 등 연방기관을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
 신원 정보를 발급하거나 개인 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을 파악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기관이 기타 비정부기관을 위하여 신원 정보
검증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제약사항을 진단

1) 디지털 신원 확인이란 온라인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 (제8조)
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설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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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상기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규정, 정책의 개선안 도출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기반 아키텍처2)를 권장
 제5조3)에 따라 보조금 프로그램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금 및 출처를 파악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이 유료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민간 기업에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디지털 신원 확인 및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기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 평가

o (표준 프레임워크 확립) 국가표준기술연구소장은 디지털 신원 확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연방, 주 및 지방정부가 따라야 할 지침으로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함
(제4조제(a)항)
구분

세부 내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함

고려사항
(제(b)항)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 보안 요구 사항
- 디지털 신원 확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할 잠재적 최종 사용자
및 개인의 요구 사항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아래와 협의
하여야 함

협의사항

-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 태스크포스

(제(c)항)

- 디지털 신원 확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할 잠재적 최종 사용자
및 개인
-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의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간행물 발간
(제(d)(e)항)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프레임
워크의 중간 버전의 간행물을 발행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최종본을
발행해야 함

3) (제5조) 디지털 신원 확인 혁신 보조금(Sec. 5. Digital Identity Innov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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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조금) 국토안보부 장관이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제5조)
구분

세부 내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각 주에 보

보조금 지급
(제(a)항)

조금을 지급해야 함
- 보조금은 고도의 안전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유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탑재된, 각 주(州)의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다양한 유형의
신분증 제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는 아래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함
- 제4조에 따라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디지털 신원 확인

보조금 사용
(제(b)항)

관련 서비스에 대해 보조금 교부
- 운전면허증 또는 주정부 신분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신분 증명
또는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10% 이상 보조금 지급

▶ 시사점
o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 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도입된 초당적인 법안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층 향상된
디지털 신원 확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증가
- 미국은 현재 여전히 종이 또는 플라스틱 기반의 신분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도 온라인에서 쉽게 사용하거나 검증하도록 설계되지 않음
-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드는 기존 신원 확인
도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개인의 디지털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8215/text
https://www.nextgov.com/it-modernization/2020/09/bipartisan-house-bill-targets-improving-digital-identity
-verification/168456/

인터넷 법제동향, Vol. 156 (September 2020)

해외 입법 동향

영국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디지털 변혁·혁신 실행을 위한 국가데이터전략 발표

(2020. 9. 9.)

영국 정부가 4대 전략적 축과 5가지 미션으로 구성된 ‘국가데이터전략’을 발표하며 자국
데이터 분야의 전략적 방향성과 주요 실행 계획을 발표함 (2020. 9. 9.)

▶ 개요
o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1)가 중장기적인 데이터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은 국가데이터전략(National Data Strategy)을 발표함
- 영국 정부는 동 전략 발표와 함께 기업과 조직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변혁과
혁신을 견인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의 국가 회생을
앞당길 것을 강조함
- 이 전략 문서는 4대 전략적 축(pillars)과 5가지의 미션을 중심으로 구성됨
o ‘국가데이터전략’ 문서는 웹사이트 상에서 12주 동안 해당 문서의 전략적 접근 및
방향성 검토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1년 초 업데이트 문서를 발간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① 4대 전략적 축
o (데이터 기반) 목적에 부합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데이터의 탐색, 접근성, 호환성,
재활용성이 가능한 표준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저장ㆍ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개선
해야 함
- 새로 설치되는 정부 ‘최고데이터책임자(Chief Data Officer)’ 직위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과 개선을 위해 정부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 접근법을 새롭게 수립함
o (데이터 스킬)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 강화와 생애 전반에 걸친 데이터
스킬 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2021년까지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데이터 및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500명의 분석
전문가를 양성함
1)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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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모바일·재활용성을
적절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스마트 데이터 이니셔티브(Smart Data initiatives)2)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스마트 데이터법》(Smart Data Laws) 입법 계획을 발표
< 스마트 데이터법 추진 현황 >


영국 정부는 국가데이터전략의 일환으로 동 전략 발표일인 2020년 9월 9일 《스마트
데이터법(Smart Data laws)》 입법 계획을 발표
 동 법은 써드파티 허가 데이터 사업자3)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통신, 에너지, 금융, 소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이용
하여 보다 편리하고 저비용의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4)는 관련 법률의 1차 입법(primary legislation)5)을 통해 산업계의
스마트데이터 이니셔티브 참여를 의무화할 것으로 시사함
 스마트 데이터법 입법을 위하여 BEIS는 앞서 2019년 6월 초안 문서(Smart Data
Review)를 공개하여 2019년 8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가 동 입법 계획에
반영됨

o (책임성있는 데이터) 데이터의 활용은 합법

안전

공정

윤리

지속가능

설명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혁신과 연구 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조달과 관련된 비용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ICT 디지털 서비스 전략
2020-2025’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동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에너지 소비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키로 함
- 데이터 공유를 저해하는 장벽을 해소하고 온라인 유해물을 탐지하기 위해 260만 파운드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시함
② 5가지 미션(실행 우선영역)
o (데이터 가치 활성화) 경제 전반의 데이터 활용성, 접근성 및 가용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함

2) 영국 정부는 2010년대 이후 금융(Open Banking), 세무(Middata), 통신(Open Communication)s, 연금(Pension
Dashboards) 등 주요 공공 분야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고도화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들 개별 이니셔티브들을 통틀어 스마트 데이터 이니셔티브로 지칭
3) 개인정보의 가공과 유통 권한을 허가 받은 제3의 사업자. 일례로, 금융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개시서비스 사업자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와 개인계좌정보관리 사업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등이 주요
써드파티 사업자
4)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5) 영국 제정법률은 크게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인 1차 입법과 규약(Codes), 명령(Orders), 규정(Regulations), 규칙
(Rules) 등의 하위 또는 위임 입법인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Statutory Instruments)으로 구분. 2차
법률은 1차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 장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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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윤리혁신센터(CDEI)6), 오픈데이터연구소(ODI)7) 등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전문가
및 지원 역량을 확보함
o (데이터 체계 보장)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뢰와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확보함
- 기업 및 데이터 이용 조직이 수집 및 활용 데이터에 대한 책임있고 투명한 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독려함
-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공유 여부 및 방식 등의 데이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적용함
o (정부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개선) 범정부 차원에서의 모범사례 및 표준 정착과 안전하고
호환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창출함
- ▲데이터 품질, 가용성 및 접근성 보장 ▲데이터 표준 확산 ▲중앙 및 지방정부의
데이터와 관련된 역량

리더십

문화 강화 ▲데이터 윤리와 공적 신뢰 구축 등을 도모함

o (인프라의 보안과 복원력) 데이터 및 데이터를 지탱하는 인프라는 국가 필수적인 자산으로써
서비스 와해를 초래하는 기존 및 신규 위기 상황으로부터 복원력을 지녀야 할 것
- 현재의 국가 사이버보안 상태를 점검하여 데이터보안 위기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
o (국제 간 데이터 흐름 지원) 국가 간 파편화된 규제 환경으로 인해 국제 간 데이터 교환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모범 사례 촉진 및 해외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데이터 활용에 따른 신뢰 구축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국제적인 데이터 표준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추진함

▶ 평가 및 향후 계획
o 영국은 2018년 6월 초안 성격의 ‘국가데이터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번 버전을 통해
큰 틀에서의 전략적 방향성과 주요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음
o 그러나 주요 실행 과제들은 문서 전반에 걸쳐 여전히 파편적으로 제시된 상황으로,
추후 공공의견 수렴을 반영한 버전에서는 전략 실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6)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정책입안자, 산업계, 시민단체,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기술 기반의 거버넌스 개발을 위한 정부 자문 조직
7) Open Data Institute. 오픈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국가 전반의 혁신과 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각
사무처(Cabinet Office)가 설립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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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national-data-strategy/national-data-strategy#about-the-n
ational-data-strategy
https://diginomica.com/uk-government-finally-launches-national-data-strategy
https://www.governmentcomputing.com/data-protection-ethics/news/uk-govt-smart-data-laws-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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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IoT 기기 인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제2판) 발표

(2020. 9. 1.)

총무성이 2019년 4월 IoT 기기 인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판을 발간한 이후 LTE 사설망
내 IoT 기술기준을 추가한 제2판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새롭게 발표함 (2020. 9. 1.)

▶ 개요
o (요약) 총무성이 ‘IoT 기기의 보안기준과 기술기준 적합성 및 전파 기기의 기술기준 적합
성 인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판1)’을 발표함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1판에서 공개된 IoT 기기의 보안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전파 사용 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성 인정 대상 범위에 sXGP2) 네트
워크 및 관련 기기 등이 추가로 포함
o (제1판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 총무성은 2019년 3월, IoT 기기의 안전한 활용과 보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말설비 등 규칙 및 전기통신 주임기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3)》을 공포함
- 2019년 4월에 발간된 가이드라인 제1판은 이 명령에 따라서 개정된 《단말설비 등 규칙4)》
중 신설된 제34조제10항의 IoT 기기 보안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했음
- 당시 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의 기술기준적합인정
(제53조제1항)5), 설계인증(제56조)6), 기술기준적합 자기확인(제63조)7)에 관한 운용 방안임

1) 総務省, 電気通信事業法に基づく端末機器の基準認証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第２版), 2020.9.1
2) (shared eXtended Global Platform). 일본의 독자 통신 기술인 PHS를 확산하기 위한 단체인 XGP 포럼이
주도하는 통신 기술 방식으로 비면허 사설 주파수 대역에서 LTE를 활용(로컬 LTE)하기 위한 기술
3) 2019년 총무성령 제12호. 《端末設備等規則及び電気通信主任技術者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4) 2019년 우정성령 제11호 《端末設備等規則》
5) 기술기준적합인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인정기관이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요구와 관련된
단말기기가 총무성 명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제1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실행할 것을 규정
6) 등록인정기관은 단말기기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요구한 경우 그 단말기기를 총무성 명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당 설계를 인증할 것을 규정
7) IoT 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을 하고 그 특정단말기 설계가
총무성 명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해당 설계에 기초한 특정단말기기 모두가 해당 설계에 합치한
다고 인정될 때 '기술기준 적합 자기확인'을 실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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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① IoT 기기의 보안기준과 관련된 기술기준 적합인정
o (보안기준 충족 IoT 기기의 범위) IP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선으로만 연결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PC, 스마트폰을 제외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함8)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등 기기(데이터 송수신 접속 설비에 국한)
- 데이터 송수신 설비 접속 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기
- 인터넷 등을 매개로 접속하여 전용 통신회선 설비 등 단말에 탑재된 통신 기능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기
o (보안기준에 대한 설명/해석) 《단말설비 등 규칙》에서 언급된 IoT 기기가 충족해야
할 보안 기준은 다음과 같음
- IoT 기기의 ID/비밀번호 설정 변경은 허가받은 이용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함(제34조제10항제1호)
- IoT 기기에 할당된 ID/비밀번호의 초기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기기
별로 고유의 초기 설정값을 지니도록 할 것(제34조제10항제2호)
- IoT 기기 소프트웨어(펌웨어)는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하며(의무 사항), 업데이트는
안전하고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을 권장(제34조제10항제3호)
- IoT 기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이 재공급되기 시작하면 소프트웨어가 초기 상태가 아닌
전원이 꺼지기 직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제34조제10항제4호)
- 국제표준ISO/IEC15408에 기초한 보안인증(CC인증) 등을 받은 기기들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0항 각 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보안기준과 관련된 기술기준적합인증 등 심사방법 >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방법

기술기준 적합인증
(전기통신법
제53조제1항)
 기기 사양 개요, 외관
설계,

서면에 의한 확인

접속

기술기준 적합

설계인증
(전기통신법제56조)
 기기 사양 개요,
외관

설계,

접속

계통도,

계통도, 블록도, 기기의

블록도, 기기의 취급·

취급 ·조작 방법 설명서

조작 방법 설명서 및

및

보안기준 시험 결과서

결과서

 개별 기기 대상 인증

 양산용

보안기준
기기

대상 인증
8) 대표적으로 라우터, 웹카메라 등이 포함

시험
설계

자기확인
(전기통신법제63조)
 기 기 사양 개 요 ,
외관

설계 ,

접속

계통도, 블록도, 기기의
취급 ·조작 방법 설명서
및

보안기준

시험

결과서, 기기-설계간
일치 여부 확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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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기준 적합성

기술기준 적합인증
(전기통신법

확인방법

제53조제1항)

기술기준 적합

설계인증

자기확인

(전기통신법제56조)

(전기통신법제63조)

 신청자 희망 시 등록인정기관에서 실제 환경
제품 테스트

하에서 PC 등에 접속하여 각 기능이 정상적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

실시할 수도 있음

② 전파 기기와 관련된 기술기준 적합인정
o 제1판에서는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필요로 하는 전파 기기에 대하여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IEEE9)의 기술이 아닌 독자 통신 규격에 기반한 전화기나 무선 전화기를 대상으로 제시
o 이번 제2판 가이드라인에서는 sXGP 디지털 무선 전화기 관련 장비들이 추가로 기술기준
적합인정 대상에 포함
- 주요 관련 기기로는 ▲LTE 코어망 기술로 All-IP 기반의 이종망 간 이동성을 지원
EPC(Evolved Packet Core) ▲sXGP 액세스 포인트 ▲sXGP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등이 포함

▶ 의의 및 시사점
o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추가된 sXGP 관련 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인정 확대는 최근 일본
내 공장 등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 LTE/5G 내의 다양한 IoT
기기의 보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o 국내에서도 스마트공장이나 기업전용 5G 네트워크 개발과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주파수와 해당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IoT 기기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검토가 필요

※ Reference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05_02000208.html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5080.pdf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05_02000179.html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15696.pdf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60M50001000031#299

9) 전기전자기술자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통신 기술 개발
및 표준 개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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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
소비자를 위한 IoT 사이버보안 실행규약 발표

(2020. 9. 3.)

호주 내무부가 중소기업ㆍ일반가정ㆍ개인의 IoT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13개
항목으로 구성한 사이버보안 실행규약을 발표(2020. 9. 3.)

▶ 개요
o 호주 내무부1)는 호주사이버보안센터(ACSC)2)와 공동으로 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1단계 조치로 13개 실행규약 ‘규약 : 소비자를 위한 사물인터넷 보안’3)을 발표
- 동 실행규약은 지난 2019년 11월 호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책으로
발표한 ‘2020 사이버보안 전략’4)의 일환임
▶ 주요내용
o (배경) 호주 내무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IoT 기기가 적게는 210억 개, 많게는 64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IoT 보안’을 중요한 글로벌 보안 이슈로 파악
- 이번 규약은 IoT 보안이 가진 글로벌한 속성을 고려하여 지난 2018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IoT 보안을 위한 실무지침’5)과 여타 국제 표준을 참고해 작성
- 사용자 IoT(Consumer IoT) 기기가 규약 적용 대상이며, 여기에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TV⋅스마트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포함되지만, 휴대폰6)은 포함되지 않음
o (내용) 실행규약은 백엔드 서버가 아닌 실제 IoT 기기에 중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됐고,
제품설계부터 보안을 고려한 ‘보안 내재화(secure by design)’ 내용이 다수 포함됨
- ACSC는 규약과 함께 단기간에 보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 암호
(default password) 관리 ▲공개적인 보안정책 ▲보안 업데이트에 주의할 것을 당부
1) Department of Home Affairs of Australian Government. 호주의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 사법집행 ,
이민, 난민, 시민권, 다문화 문제 등을 다루는 주무부처로 산하에 국경군, 경찰청, 정보기관 등을 두고 있음
2)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er
3) Code of Practice: Securing the Internet of Things for Consumers
https://www.homeaffairs.gov.au/reports-and-pubs/files/code-of-practice.pdf
4) 2020 Cyber Security Strategy
https://www.homeaffairs.gov.au/cyber-security-subsite/files/cyber-security-strategy-2020.pdf
5) 영국 DCMS, 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 Security, 2018.10
6) 휴대폰은 더 정교한 보안 지침이 많아 본 규약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언급

인터넷 법제동향, Vol. 156 (September 2020)

해외 입법 동향

호주

< 호주의 소비자를 위한 IoT 보안 실행규약의 13대 원칙 >
13대 원칙
1. 중복 및 취약한 암호 금지
(No duplicated default or weak
passwords)
2. 취약점 공개 정책 실행
(Implement a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3. SW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유지(Keep software security
updated)
4. 안전한 자격증명 관리
(Securely store credentials)

세부 내용
 IoT 기기 암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사용
 복수의 기기에서 기본(default) 암호 재사용 금지
 웹 서비스는 불필요한 사용자 정보가 차단된 다중인증
(Multi-Factor Authentication) 사용
 보안 커뮤니티나 제3자가 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개적인 보안 정책 실행
 보안 담당자 연락처 공개해 파악된 취약점을 적시에 조치
 IoT의 모든 SW(펌웨어, 협력사SW, 오픈소스SW, 웹서비스
등)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유지
 사용자의 업데이트 설정 변경 금지
 장치 업데이트는 전자서명 및 보안 인프라를 이용해 배포
 모든 자격증명은 기기/서비스에 안전하게 저장
 이름이나 암호를 HW/SW에 저장 금지(리버스 엔지니어링7)
으로 유출 가능)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과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에 따라 관리
 개인정보는 기기 운영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세팅
목적으로만 수집 허용
 저장 및 전송 데이터는 호주정보보안 매뉴얼과 산업표준을

5. 개인정보보호 강화
(Ensure that personal data is
protected)

따라야 하고 암호화가 필수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때 정보 제공자에게 ▲데이터 종류
▲사용목적 ▲사용방법 ▲정보이용 수혜자 등의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
 개인정보 사용 내역 공개는 광고 및 협력업체에도 동일
하게 적용
 개인정보는 개인 동의하에 적법하게 사용돼야 하며, 개인은
언제든 활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기기와 서비스는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운영

6. 공격 요소 노출 최소화
(Minimise exposed attack
surfaces)

7. 통신 보안 강화
(Ensure communication
security)

 사용하지 않는 기능과 포트 등은 비활성화해 불필요한
액세스 차단
 웹 관리 인터페이스는 로컬 액세스만 허용(원격관리만 허용)
 코드는 장치에 필요한 기능으로만 최소화
 SW는 보안과 기능을 고려해 권한에 따라 실행
 원격 관리 및 전송 데이터는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호
해야 하며, 반드시 암호화 작업 수행
 모든 원격접속은 최소한 날짜ㆍ시간ㆍ접근 소스 등을 기록

7) Reverse Engineering: 객체를 복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역으로 살펴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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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원칙
8.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보장
(Ensure software integrity)

9. 빠른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Make systems resilient to
outages)

세부 내용
 IoT의 모든 SW는 보안 부팅 메커니즘에서 작동해야 하며,
무단변경이 감지되면 네트워크 접속차단과 관리자/소비자
에게 경고 발송을 실행
 네트워크 중단이나 정전과 같은 사고에서도 IoT 기기는
보안ㆍ안전 문제없이 로컬에서 작동
 시스템 복원은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복구하는 방식보다는
순차적ㆍ단계적 복원을 권장
 IoT 서비스 중단은 사용자에게 어떤 기능이 중단되는지
사전 공지

10. 원격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 system
telemetry data)
11. 손쉬운 개인정보 삭제
(Make it easy for consumers
to delete personal data)
12. 손쉬운 기기 설치와
유지보수(Mak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devices easy)
13.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Validate input data)

 IoT 기기와 서비스는 사용량과 같은 원격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데이터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
 IoT 기기와 서비스는 고객이 개인정보 이전ㆍ삭제ㆍ폐기
등을 원할 경우 바로 적용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기기 초기화, 앱 저장 데이터
삭제 등에 대해 정확한 지침 제공
 IoT 기기 설치와 유지보수는 호주정부 보안지침8)에 따라
단계를 최소화해 구현
 제품 사용기간 동안 보안 설정과 유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효성 유지
 데이터 입력 확인을 인증을 통해 처리

▶ 시사점
o 호주는 2017년 이후 사이버공격이 지속 증가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
졌고, 호주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해 관련 시장 육성에 나섬
- 지난 5월 호주 대기업 3곳 Lion(맥주 및 음료기업), Toll(선박 운송기업), Bluescope
Steel(호주 최대 철강기업) 등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음
-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 확산을 틈타 호주 관세청을 사칭한 사기 행위와 사이버범죄가
급증9)했고, 호주 정부와 대기업의 중요 정보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지속됨

8)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s ‘How to implement the Code of Practice: Securing the Internet of
Things for Consumers’.
9) ACSC는 2020년 3월 10일부터 26일 사이 팬데믹을 앞세운 사이버범죄가 약 45건 이상 보고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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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9일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지난 5년간
특정국이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500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투입을 발표
o 이번에 발표된 IoT 실행규약은 사이버공격 보호대상을 국가 기반 인프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일반가정, 개인까지 확대해 국가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크게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
- 지난 2018년 호주 정부는 《주요기반시설보안법》(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을 개정해 국가가 주요 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운영자에게 의무적 보안 조치 부여가
가능하도록 함
- 동 실행규약은 호주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위협에 훨씬 강경한 조치로
맞서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며, 중앙 집중화된 보안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zdnet.com/article/australian-government-releases-voluntary-iot-cybersecurity-code-of-practice/
https://www.zdnet.com/article/new-australian-cyber-security-strategy-will-see-canberra-get-offensive/
https://www.cyber.gov.au/acsc/view-all-content/publications/how-implement-iot-code-practice-guidance-m
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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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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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