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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1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칙」폐지령
(‘09.1.2~’09.1.23 입법예고, ‘10.7.30 법령안 접수, ’10.8.30 공포)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 ‘09.1.2~’09.1.23 : 입법예고
○ ‘10.7.30 : 법령안 접수

□ 입법추진배경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정보통신
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2008. 3.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정보통신부령을 일괄하여 폐지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후속 고시 제정의 지연으로 인한 관련 규정의 공백
방지를 이유로 폐지하지 않았던 ｢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칙｣등 8개 정
보통신부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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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설비규칙｣폐지
○ ｢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폐지
○ ｢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폐지
○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 ｢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폐지
○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폐지
○ ｢
정보통신부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폐지
※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7.30 국회 제출, 민주당 홍영표 의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 ‘10.7.30 : 국회제출(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10.8.2 :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2009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약 37만 5,441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가 취약한 상태임
○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는 등의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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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신
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2제1항 및 제2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8.2 국회 제출, 민주당 김충조 의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 ‘10.8.2 : 국회제출(민주당 김충조 의부 대표발의)
○ ‘10.8.3 :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
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청회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에 따라 실시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는 공공기관의 일방
적인 의사표현에 가까우며 이를 형식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도 통제할 방법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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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된 폐쇄회로텔레비전심의위원회
를 두고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설치 시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시·군·자치구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때
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매년 안내판 설치 등 폐쇄회
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조
의4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8.2 국회 제출, 민주당 김충조 의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 '10.8.2 : 국회제출(민주당 김충조 의원 대표발의)
○ '10.8.3 :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외
교와 관련된 정보 같은 일정 정보가 비공개대상임
○ 그런데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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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지 아니한 채 20일이 경과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
정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부작위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되버릴 우려가 있을
것임
○ 물론 후속절차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
이 있음

□ 주요 내용
○ 국민이 정보공개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
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20일 동안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향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 시사점
○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취하나 민원이첩으로 처리한 기타처리건수가
전체 청구 건수의 28%,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를 사유로 한 비공개는 36%에 달하
고, 법정 공개결정기간인 20일을 초과한 비율이 3%가 넘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음1)

○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보공개결정 기간을 준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동 개정안이 이러한 기간 준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④ <행정․거버넌스 분야> 발표 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10유
권자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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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10.8.10 국회 제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10.8.10 : 국회제출(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기본취지는 방송통신의 종합적인 발전 및 진흥
도모임
○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부를 위탁 담당해야 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기존
통신진흥업무의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
지 않으며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도 적절하지 않음

□ 주요 내용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 명칭 및 설립 취지를 변경
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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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법제현황
○ 2010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10년 9월 23일 시행 예정인「방송통신발전 기
본법」의 제15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15조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방
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제3항에서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음

□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연혁
○ 1987년 4월 29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
거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설립됨
○ 1991년 12월 「전산망이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 2월
법인 명칭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바꿈
○ 이후 1994년 12월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고, 1995년에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제정됨
○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금의 한국정보통신산
업협회(KAIT,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로
재출범하게 됨

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10.8.18 국회 제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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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10.8.18 : 국회제출(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대표발의)
○ ‘10.8.19 :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
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임
○ 이러한 성장 추세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음원 및 영화를 중
심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
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불법음원근절운동과 굿다운로더 캠페
인 등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 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웹하드, P2P 등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계속 증
가하면서 이중 일부 업체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또, 불법 유통 콘텐츠 중 90%에 달하고 있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웹하드가
불법적으로 재생산ㆍ유통되는 메인 통로로 자리잡으면서 건전한 온라인상
콘텐츠 유통 환경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발생한 초등
생 납치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범행 전날 52편의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2007년 12월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 컴퓨터에서도 700여 편의 불법 유통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등 각종 성범죄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이들 웹하드업체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절차마저 면제됨에 따라 정
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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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어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지난 2008년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
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은 세 번째 제도 개선책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부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
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
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국가의 신 성
장동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95조제3
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6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10.8.19 국회 제출, 무소속 정수성 의원)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10.8.19 : 국회제출(무소속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 '10.8.20 :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역무)는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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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라 요금체계와 약정조건 등이 복잡해지는 추세이나, 전기통신사
업자는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교부하
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이로 인하여 계약 중도해지나 위약금 산정 문제 등으로 이용자와 전기통신
사업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
는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이용
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 우편
으로 계약서 사본을 자동차보유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놓고 불필
요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고 있음

□ 주요 내용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및 제101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3. 입법예고된 법령(안)

1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10.8.11～’10.8.31 입법예고)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 ‘10.8.11 ~ ’10.8.31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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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의 정지․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으
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의 종류와 이용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규정 명확화(제3조제3항)
- 현재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을 갖는
다고 규정(제3조제3항)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효력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
적이 있어 왔음
-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관한 효력을 명확히(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게 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거래
의 효율화 촉진
- 또한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 서명날인 등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확인 절차 강화(제18조, 제18조의2 신설)
-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즉시 해당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어야 하나, 공인인증기관이 사망(실
종선고) 또는 법인의 해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인인증기관
이 인지한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신뢰성에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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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개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 신분변동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전산정보자료를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
○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정지·폐지여부 실시간 확인 의무화(제25조
의2․제28조제2항․제34조제1항제13호 신설)
-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
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나 대부분의 이용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
어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범죄악용 우려 및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 왔음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범죄악용을
예방하고자 함
- 공인인증역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공인인
증서 발급비용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자만 부담하던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
에 따라 전자거래업체 등도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인인증역무 수수료
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함
○ 새로운 전자거래환경 수용을 위한 공인인증 서비스 확대(제15조제4항, 제15
조제7항 신설)
- 공인인증서의 종류, 이용대상, 이용범위 또는 용도 등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
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서명기술 및 공인인증서의 종류
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히 공인인증서 종류를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
화하여 국민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
-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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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을 차단하여 보안
성을 제고하고, IT기기 간 충돌을 예방
○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제4조제5항, 제4조의2․제25조제1항제4의2
호 신설)
- 공인인증기관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업무영역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
- 공인인증기관 지 유부기간 및 갱신지정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갱신지정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업
체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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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해외 입법 동향

美, 하원「디지털상품 및 서비스세 공정법(안) 」제출

□ 개요
○ Rick Boucher 공화당 하원의원은 인터넷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징세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디지털상품 및 서비스세 공정법안(Digital Goods and Services
Tax Fairness Act of 2010, H.R.5649)」을 발의(‘10.7.1)

□ 배경 및 경위
○ 과거 미국정부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
다는 이유로 우편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혜택 제공
○ 이에 각 주에서는 주(州)법으로 인터넷거래세2)(iTaxes)를 시행하여 지역별로
세율의 격차3)가 벌어짐
○ 아마존, e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주마다 세금제도가 다른 맹점을 이용
하여 판매세가 없는 주에 본사를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4)
○ Rick Boucher의원은 통일성․지속성이 없는 과세로 인한 미국산업계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경제에서의 경쟁력 하락 방지를 위하여 동 법안5) 제출
2) 음악, 어플리케이션, 벨소리 등의 디지털방식의 다운로드에 대한 판매세
3) 현재(‘10.7) 미국 27개의 주는 전자상거래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23개의 주는 디지털콘텐츠 및 서
비스에 대해 차별적 고율 과세
4) 클라우드컴퓨팅 애플리케이션도 인터넷회사들에 있어 세금징수와 관련한 골칫덩이로 부상. 뉴욕과 유
타주는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에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뉴욕의 세금은 고객의 주소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유타주는 세율을 서버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삼아 혼란 발생
5) 현재「인터넷비과세법 (ITFA,Internet Tax Freedom Act)」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
방정부의 반대에 따라 1998년 3월 1일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득권옹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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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중복․차별과세의 금지
- 모든 주와 사법 당국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나 사용에 있어 중복․
차별된 과세 금지 : 제3조
○ 확장해석의 제한
-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에 의해 정의되는, 손에 만져지는 개인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전기통신서비스, 인터넷 접속서비스, 오디오와 비디오
프로그래밍서비스 등의 판매와 사용의 과세 금지 : 제4조(c)항
○ 예외조항
- 디지털의료서비스와 디지털 교육서비스, 또는 디지털에너지 운용 서비스에
대한 과세금지 - 제4조(d)항

□ 시사점/ 전망
○ 동 법안은 주간(Interstate)및 국제적 트래픽 소통을 근거로 한 개방망(Open
network)이라는 인터넷의 특수성 하에,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인터넷
비과세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해온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향후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주목됨
○ IT회사와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동 법안에 크
게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주 관리들은 연방이 세금부과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제한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세금부과에 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 첨부자료
□ 미국의 인터넷세 관련 연혁

(grandfather'sclause)을 포함, 각 주에서는 각자의 세율로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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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주 정부 간에 논란이 되던 인터넷 비과세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줄
이는 개정안 합의

‘97.3

-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에 부과한 세금과는 별개이며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과세만 금지

‘98.10

클린턴 대통령의 인터넷 비과세법합의(ITFA: Internet Tax Freedom Act)

‘02.11.14

32개 주(州)정부와D.C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합의

‘04.1

‘06.1
‘07.11

미국조세위원회는 전화서비스에만 적용되던 과세를 광대역서비스,VoIP,케이블
TV 등의 통신서비스에 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
미 정부, 인터넷 비과세법의 개정 없이 VoIP, 온라인, 비디오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세금부과 가능하다는 공식 보고서 발표
인터넷비과세법의 효력을 2014년 11월1일로 연장

※ 출처 : http://news.cnet.com/8301-13578_3-20009938-38.html?tag=mncol;1n
http://www.law.cornell.edu/uscode/search/display.html?terms=internet%20access%
20tax&url=/uscode/html/uscode47/usc_sec_47_00000151----000-notes.html
http://www.gao.gov/

2

美, 하원「원격근무촉진법(안)」제출

□ 배경 및 경위
○ 시대적 요구
- 미국6)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생활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
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방식의 필요성이 대두

6) 미국의 지난해 재택근무자수는 3천400만명(직장인의 23%)에 달했으며 공공분야 직원의 30% 이상이
원격근무를 시행, 미국은 공공분야 원격근무를 2011년까지 절반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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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해답으로, 스마트워크7) 추구의 일환
-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해답8)으로 주목
○ Sarbanes, John P. 하원의원은 요건이 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의
최소 20%를 원격근무9)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원격근무촉진법안(Teleworking
Improvement Act of 2010, H.R.1722)」을 발의('10.7.15)
○ 주요 경과
일자
2009.4.25
2010.4.14
2010.5.6
2010.6.14
2010.7.15

경과
Sarbanes, John P. 하원의원에 의해 처음 소개됨
상원 위원회에 소개
하원에서 부결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하원 가결
상원에 제출

□ 주요내용
○ 원격근무의 정의
- 근무자가 본인의 업무범위의 임무 및 책임수행을 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
지고, 고정된 근무지가 아닌 자택 및 지정학적으로 이동이 편리한 장소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근무방식 : 제 6501조 (1)항
- 주요 행정 집행부서는 고용 환경이나 기관 운영상의 절감(diminishing) 없이
가능한 최대의 범위 내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제6502조(2)항
○ 각 행정 기관의 원격 근무를 위한 필수 요건
7) 재택근무와 스마트폰 이동 근무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모든 것을 총칭
8)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재택근무 도입으로 사무실 공간비용 3억8천700만 달러를 절감. BT(브리티시텔
레콤)는 스마트워크 근무자가 사무실 근무 직원에 비해 생산성 20~60% 증가. BT직원의 87%는 재택
근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이산화탄소 92만 여 톤이 감축.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GeSI의
보고서 ‘Smart 2020’에 따르면 미국 내 원격근무자가 3000만 명이 되면 전반적인 사회적 이동감소로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를 7500만∼1억 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9) 원격근무는 ‘IT를 기반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고정된 근무지가 아닌 자
택 및 지정학적으로 이동이 편리한 장소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근무방식’을 말함.
원격근무(텔레워크) 역시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이동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
는 주요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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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각 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입법 후 180일내에 원격 근무자의 자격과
승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격 근무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함 : 제6503(b)항의(1)
- 보안 자료를 직접 취급하거나 원격 또는 대체 장소에서 업무가 어려운 직원
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는 매 2주단위의 업무주기(administrative workweeks)마
다 최소한 20% 의 원격 근무가 보장되어야 함 : 제6505조(1)항
○ 원격 근무자의 훈련·감독
-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은 원격근무자에게 훈련(training)을 제공하여야하며 원격
근무를 하는 자와 안하는 자 간의 차별 금지 : 제6502조
○ 원격 근무 책임자 및 관리담당관 임명
- 각 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을 원격 근무 관리책임자(Telework Managing
Officer)로 지명하고, 관리책임자는 인사담당 최고 임원의 감독을 받는 부서에

속한 자로 임명. 원격 근무 관리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원격 근무 프로그램 관
련 정책 개발 및 도입 등을 담당
- 각 기관의 원격근무책임자는 원격 근무 정책을 수립할 때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원격 근무자의 모든
업무지원은 인사관리처에서 담당하고, 원격 근무 지속 여부와 시설 관련 및
각종 복지 혜택 문제 등은 연방 비상관리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총무처10)(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와 협의
- 원격근무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열람공간, 제도 오남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중앙집중형 원격 근무 웹사이트(www.telework.gov)를 유지 관리해야
함 : 제6504조
- 의견 수렴에 대한 보고서를 미연방 감사원장(the Comptroller General)에게 보고

10) 미국 총무처(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는 2010년까지 매일 보안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무나 원
격근무지에서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업무와 관계된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50%가 원격근무를 수행하
도록 할 계획. 이미 2008년 11월 GSA의 원격근무 대상자 중 38%가 주1회 이상 원격근무 수행. 원격
근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은 기관 또는 근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GSA는 연방
정부 근무자를 위한 원격근무 IT 지침(FMR 2007-B1)을 2007년에 마련. 이와 함께 GSA는 워싱턴 DC
일대에 2009년 6월 현재 15개의 원격근무 센터(텔레워크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도
원격근무센터를 개방해 40∼62달러의 사용료를 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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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근무 현황 의회 보고
- 미 연방 감사원장은 각 기관의 원격근무 정책과 고용인들의 참여도를 평가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정책과 참여도, 실태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제6504조
○ 원격 근무 교통비 시험 프로그램(Telework Travel Expense Test Programs) : 제5711조

□ 시사점/ 전망
○ 이미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원격근무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은 동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정책들의 실행에 탄력을 얻고 법적 당위성을 확보 할 전망
○ 동 법이 통과되면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프로그램은 대폭 확대될 것이며,
향후 악천후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
○ 동 법은 공공분야의 원격근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원격근무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제도 마련이 논의되
어야 함
○ 한국의 경우,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가 스마트워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
공부문부터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안)’을 발표(‘10.7.20), 금년 내 조직혁신을 시작해 2011년부터
정부조직에 스마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

※ 출처 : http://energypriorities.com/entries/2010/05/telework_improvements.php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1:H.R.1722:

3

美, 상원「정보침해통지법(안) 2010」제출

□ 배경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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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 시작된 「정보침해통지법률」은 현재 45개주에서 시
행되고 있으나 각 주마다 다른 법의 요건과 벌칙규정으로 인하여 법 적용상
의 혼란이 존재
○ Pryor, Mark L.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인정보의 누출 시 사업자가 정보주체와 공공
(FTC)에 공지하도록 하는「정보침해통지법안(Data Security and Breach Notification
Act of 2010, S.3742)」을 발의(‘10.8.5)
※ FTC: 연방거래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 주요내용
○ 동 법안의 목적
- 미국 45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정보누출공지법률들을 대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연방법을 만들고자 함
○ 동 법안의 주요 내용
전국적(Nationwide)인 공지- 전자적 형식의 개인정보가 보안의 취약으로
인해 누출된 것으로 파악 될 경우 사업자는 각각의 정보주체자(미국의

제3조(a)항

시민이나 거주민)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함
정보를 위탁·제공받은 제 3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이를 공지하여야 함

제3조(b)항

5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누출 시에는 이를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알려야 함

제3조(b)항의(3)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관련한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누출 사항의 공지는 최초 인지시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함

제3조(c)항의(1)

공지의 방법과 컨텐츠에 대한 규정

제3조(d)항

연방거래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ission Act,15 U.S.C 41 et
seq)에 보충 적용되어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시행

제4조(b)항의(1)

벌금규정- 제 2조와 3조의 사항 위반 시, 동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
을 산정하여 정하되 하루 11,000달러 이하의 벌금, 토탈 최대 5백만달

제4조(c)항의(2)

러를 넘지 아니함

□ 시사점/ 전망
○ 학계에서는 데이터침해공개법률이 ID절도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 체제와 같이 지역적 필요성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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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각 주 별로 시행을 달리 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본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

※ 첨부자료
□ 개인정보누출공지법의 효과
-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국의 발표
1
2
3
4

조직 내 개인정보 및 보안 관행 개선
정보보안 문제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됨
피해를 입은 개인 대상 통지가 일반적인 관행이 됨
통지문제에 대한 기관, 개인 및 기업 간 소통 개선

(California Office of Privacy Protection Report '2003)
- Romanosky(카네기 멜론대학교)
1
2

피해자의 평균 손실 감소
기업 보안 및 운영관행 개선

(연구보고서 “데이터침해공개법률이 ID절도를 줄여주는가” )

※ 출처 : http://thomas.loc.gov/cgi-bin/query/F?c111:1:./temp/~c111xGzY2N:e1005:
http://www.credant.com/solutions/solutions-for-compliance/state-data-breach-laws.html
http://www.esecurityplanet.com/headlines/article.php/3853121/
House-Passes-Data-Accountability-and-Trust-Act.htm

4

英, Ofcom「광대역통신망 속도의 자발적 실천규약」공개

□ 개요
○ 오프콤(Ofcom)은 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릴 경우 소비자들이 ISP와 불이익 없이 계
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광대역 통신 속도의 자발적 실천규약(2010 Voluntary
Code of Practice: Broadband Speeds)'을 공개(’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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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경과
○ 광대역통신망의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광고되
는 다운로드 속도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09.04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4.1메가바이트였으나 광고된 속도는 58% 과장된
7.1Mbit/s, '10.06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5.2Mbit/s였으나 광고된 속도는 45% 과장된
11.5Mbits

○ 광섬유 케이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경우, 구리전화선의 경우보다 괄
목할만한 수준의 빠른 속도를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트래픽이 몰리는 시
간대에는 전화선 서비스보다 속도가 느린 현상이 나타남
○ Ofco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고된 광대역통신망 접속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에 대해 불평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

□ 주요내용
○ 계약 후 세달 이내에 소비자의 인터넷의 최대 접속속도가 광고 시점의 속도
보다 상당히 느릴 경우, ISP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제약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광고산업 규제기관인 광고규제국(ASA)과 광고위원회(CAP)가 소비자들이
ISP들의 실질적 서비스 품질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속도 기준(Typical Speed
Range, TSR)을 만들도록 촉구
※ ASA: Advertising Standard Authority, CAP: Committee on Advertising Practice

□ 시사점/ 전망
○ 동 발표는 자발적 실천규약이므로 사업자가 그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
나, 영국의 가장 큰 ISP업체인 BT와 TTV(Talk Talk and Virgin)는 이에 서
명할 것을 표명하여,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의 ISP시장은 인터넷 속도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속도의 과장광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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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으나, 유무선 통합과 맞물려 현금, 경품 제공 등의 무한 경쟁이 벌
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대적인 단속과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
중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출처 : http://www.out-law.com/page-11258
http://stakeholders.ofcom.org.uk/telecoms/codes-of-practice/broadband-speedscop-2010/code-of-practice/

佛정부, ⌜인터넷블로그실명제 법안 ⌟ 관련 입장 발표

5

□ 개요
○ 프랑스 Jean Louis Masson 상원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블로거들의 신분확인이 가
능하도록 하는 ⌜인터넷블로그실명제 법안⌟을 상원에 제출(`10.5.3)
- 프랑스 내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블로그 실명제를 시행하여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발언, 거짓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 예방의 목적
※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프랑스는 블로그 수에서 세계 4위국

○ 본 법안과 관련하여 André Wojciechowski 하원의원이 관련 정부 담당자에
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출(`10.6.15)하였고, 이에 Nathalie Kosciusko-Morizet
디지털 경제발전 장관이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10.7.20)

□ 주요내용
○ André Wojciechowski 하원의원의 질의내용
- 정부는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
○ 디지털 경제발전 장관 답변을 통한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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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법( la loi 2004-575 s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LCEN)⌟에 ISP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
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의무가 명시
- 블로그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지 않
으며 실효성이 없음

□ 시사점/ 전망
○ 프랑스 대중운동연합(UMP)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 출처 :http://hightech.nouvelobs.com/actualites/depeche/20100727.ZDN2590
/fin-de-l-anonymat-sur-internet-nathalie-kosciusko-morizet-repond-non.html

6

佛, ⌜창조와 인터넷 관한 법률⌟ 최종시행령(2010-872) 공포

(신지연 / (프) 프랑스 변호사연수원)

□

개요

○ ⌜창조와 인터넷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 창조물 무단 배포 방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불법 다운로더 적발 시 2번의 경고를 보낸 후,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음
○ 최대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하고 한 달 동안 인터넷이 차단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창조와 인터넷 관한 법률’ 마지막 시행령(2010-872) 공포 (`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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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행령은 인터넷에서의 창조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 내에서
특별히 불법행위 경고와 처벌을 맡고 있는 권리 보호 위원회(‘Commission de
protection des droits') 신고 조건을 규정하며, 이 위원회는 고등기구 내에 핵심
기관으로써, 정보를 구별하고, 경고를 보내는 여부를 정함
- ‘권리 보호 위원회’에 IP 주소를 전송하는 권리를 가진 기관은 SACEM, SPPF, SDRM,
SCPP(음악분야), ALPA(영화분야) 등 5개 기관이며 이들은 모두 저작권 관련 기관들로
창조물 작가 후계자로부터 위임받음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단체인 FDN은 최고 행정법원에 본 시행령을 고소함
- FDN에 따르면, 동 시행령이 통과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함
- FDN은 이미 ‘창조와 인터넷 법률’ 시행령(2010-236)을 Arcep 기관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데 따른 절차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으며 동 시행령이 이미 고
소한 시행령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기 때문에 신속절차로 고소함
- 행정법원은 지금부터 한 달 내에, 첫 경고 메일이 9월에 보내지기 전에 판결
문을 내릴 예정임
- 만약 행정법원이 FDN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창조와 인터넷 법률’ 시행이 몇 달간 지연될
수 있으나, 법안자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보수
- 지난 28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 4개(Orange, Free, Bouygues Telecom,
numericable)는 공동으로 문화부에 서신을 통해 불법다운로더 신원을 찾는
데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함
- 정부는 현재로써는 비용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음
※ 출처 : www.lemonde.fr (’10.07.30, ’10.08.12 르몽드 신문기사)

7

유럽공동체와 미국 간의 SWIFT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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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프) University of Paris I Pantheon-Sorbonne 국제법 박사과정)

□ 배경 및 경위
○ 금융 테러의 추적을 위하여 유럽공동체 회원국 개인의 은행 거래 데이터를 미국 당국에 이
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공동체와 미국 간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USA on the processing and transfer of financial messaging data from the EU to the
USA for purposes of the Terrorist Finance Tracking Program, 일명 SWIFT 협정)이
2010년 8월 1일자로 발효됨

□ 주요 내용
○ 유럽 의회는 2010년 2월 사생활 보호의 불충분을 이유로 SWIFT 협정 체결
에 반대하였으나 이후 7월 8일 수정된 협정 체결에 동의
○ SWIFT 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유로 유럽의 인권단체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유럽공동체가 미국 당국의 금융 데이터 이전 요구에 대하여 사전에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SWIFT 협정에는 미국 당국이 동 협정의 범위를 넘어선 조사(무작위 조사 또는 컴퓨터
필터링 등)를 할 경우 이러한 조사를 차단할 권한이 있는 유럽공동체의 감독관의 임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술적 감독관을 임명할 예
정임
- 그러나 이러한 감독관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과도한 데이터 이전을 제한
하는 역할을 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음
- SWIFT 협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테러리즘을 규정함으로써 남용의 우려가 높음
- 유럽공동체 회원국 국민이 자신의 금융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현행 SWIFT 제도는 미국 당국의 데이터 조사를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거래로
한정할 수 없음, 즉 특정 국가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특정일에 행해진 모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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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미국 당국
에 이전될 수 있음
- SWIFT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되며, 협정 당사자 한 측의 통고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음
- 그러나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당국에 이전된 모든 금융 데이터는 미국 당국의 관할에
속하며, 해당 데이터는 5년 동안 미국 당국에 의하여 보관됨
※ 출처 : 유럽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

Ⅲ

판례 및 사례

1

□

美당국, 주요 공항에 알몸투시검색대 설치 의무화(‘10.8.4)

개요

○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수 년 전부터 승객의 신체 부위
가 모두 드러나는 알몸 투시기를 도입·운용
○ 워싱턴DC의 사생활보호운동 단체인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는 연방법원
에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TSA11)스캐닝프로그램 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골자로 하는 집행금지명령 소송12)을 제기(‘10.7.21)
※ EPIC: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美법무성 산하 사법보안서비스청(U.S. Marshals Service)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법원 검색대에서 스캔한 알몸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실토(‘10.08.02)
11) ※ TSA미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는 미 국토안보부의 한 기관
12) 사건명: EPIC v. DHS (Body scanners) and EPIC Body Scanners, District of Columbi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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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네이폴리타노(Janet Napolitano) 국토보안부장관은 주요공항13)에 대한
알몸투시검색대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발표(‘10.08.04)

□ 진행경과
○ 미교통보안청(TSA)등 연방당국은 지난 수년간 각 공항 등의 검색대에서 찍
힌 알몸투시 사진에 대해 “한번 스캔된 알몸투시이미지는 저장되거나 기록
될 수 없으며, 즉시 없애버린다"고 밝혀옴
○ TSA가 모든 공항이 구입할 알몸투시 검색기기에 대해 이미지를 저장, 전송
할 수 있는 것으로 갖추도록 요구14)하자, 美법무성산하 사법보안서비스청
(U.S. Marshals Service)은 플로리다법원 보안검색대에서 밀리미터파15)로 스
캐닝한 수 만장의 알몸투시이미지를 비밀리에 보관해 왔다고 실토16)

□ 동 소송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
○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 원고)의 입장
- TSA가 공식적인 규제정책을 발표했어야 했으며, 알몸스캐닝이 이유 없는
검색을 금한 미국의 법들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전면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
※EPIC의 주장에 따른 알몸스캐닝이 침해하는 법들

13) 설치 대상공항은 샌프란시스코,뉴욕,시애틀,댈러스,워싱턴,마이애미.
14) TSA의 ‘민감한 보안정보’로 분류된 구매조달(알몸투시기기 관련) 규격에 따르면 일부 알몸투시기 모
델은 “이미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고속이미지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구조를 요구. 또한 이미지 필터의 사용과 관련, “여행객의 정체성, 수줍음, 사생활
을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도 적시.
15)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시스템은 보다 희미한 이미지를 잡아내며, 후방산란(Back-scattered)방식의 엑
스레이를 이용하는 알몸검색 시스템은 검색 대상인물에 대한 더욱 자세한 해부학적 이미지를 보여
줌. 기존의 공항요원들이 직접 들고 사용하던 마그네토미터(Magnetometer)보다 숨겨진 무기 등을
더 잘 적발해 냄.
16) 윌리엄 보들리(William Bordley) 사법보안서비스청 부법무자문역은 “거의 3만5천314명의 알몸스캔
검색 이미지가 플로리다 올랜도 법정 검색대에서 사용된 브리호트젠2(Brijot Gen2)기기에 저장돼 있
다”고 인정, 게다가 그는 “워싱턴 DC연방법원에서 기기를 시험하면서 시험대상의 알몸스캔이미지
DB를 저장한 채 '밀리비전(Milivision)'가 제조업체로 반송됐다”고 말함.
- '젠2' 기기는 플로리다 레이크 메리시의 브리호트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밀리미터파를 사용하
는 무선기기. 캠코더가 장착돼 있으며 4만 명까지의 이미지 저장이 가능하며 원격으로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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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정헌법4조(the Fourth Amendment)
-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아니한다.
2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3 사생활보호법(the Privacy Act)
정보의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4
-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1

- 알몸투시기는 전파가 옷을 뚫고 들어가 매우 정밀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
며 이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알몸 검색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국토보안부가 모든 미국 여행객들을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이미지를
기록하는 공격적 검색으로 내 모는 것
○ 미 교통보안청(TSA, 피고)의 입장
- 알몸투시검색기기의 도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민감성, 존엄성(modesty)
을 존중해 설계된 것으로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적 사고를 막기 위한 핵
심기능을 수행하면서 개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합헌적임
- TSA는 EPIC측에 향후 공항에 제공할 알몸투시검색기는 이미지 기록 기능
이 제거된 채 공급될 것이며 결코 이미지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라 답변(‘10.08.04)

□ 시사점
○ 동 사안은 자동 신체검색 기기들을 선호하는 부시행정부의 정책 이래 거센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가져온 사안이었으며 결국 지난 주 미 연방정부의 발표
와 함께 미국 전역을 들끓게 하는 이슈가 됨
○ 미 정부 당국이 알몸투시기는 보안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
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표명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지에 대한 법
원 판단의 귀추가 주목 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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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 국의 상황

교황 베네딕토 16세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알몸투시기' 사용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항공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점증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10.1.3)
- 어린이 인권단체들은 알몸 투시기에 나타난 영상이 18세 미만 어린
이들의 불건전한 사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어린이보호법」에

영국

위배되는 등 탑승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
- 영국 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18세 미만 아동을 검색 대상에
서 제외하거나, 유명인사들의 알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독일, 이탈리아

"인권침해 시비보다는 항공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전신스캐너 도입추진

스페인

EU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전신스캐너를 도입할 계획이 없음

태국

현재의 보안시스템으로는 여객기 테러와 같은 사건을 차단하기 힘들
다는 판단에 따라 공항에 전신스캐너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청년의 미국공항 테러시도 계기 이후로 알몸투시기 도입

네덜란드

모든 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여객기 탑승자에 한해 전신 검색기로 보안
검색을 실시

캐나다

앞으로 2개월 안에 모든 주요 공항에 44대의 전신 스캐너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연방정부가 밝힘(‘10.2.4)

□ 한국의 상황
○ 알몸투시 검색기의 도입(‘10.7.2일자 국민일보)
- 알몸투시 검색기를 ‘10.7 중순 미국과 영국의 업체로부터 수입,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4개 공항에 설치하여 본
격 가동
- 도입된 전신검색기(알몸투시기)는 미국과는 달리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ㆍ전송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
- 이미지 분석실이 격리돼 이미지 분석요원은 승객을 볼 수 없고 검색 통제요

- 34 -

인터넷 법제동향

원은 검색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설계
- 국토 해양부는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
는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 있는 요주의 승객에 한해서만 운영할 방침
○ 국가인권회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 투시기’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토해양
부 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10.06.30)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1.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할 법적 근거 불명확
2. 테러 예방의 효과가 높다는 근거가 미약한 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명백
3. 전신스캐너가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성기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과 보철물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파ㆍ방사능에 따른 인체 유해 개연성17)도 있음

※ 출처 : http://epic.org/privacy/body_scanners/epic_v_dhs_suspension_of_body.html
http://news.cnet.com/8301-31921_3-20012583-281.html?tag=mncol;2n

2

러시아, 유튜브(YOUTUBE) 접속 차단 판결

□ 개요
○ 러시아 Komsomolsk-on-Amur 시 법원은 지역 ISP인 Rosnet에 과격 성향의
정치단체가 올린 ‘러시아인에게 러시아’라는 동영상을 공유한 유튜브(Youtube)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판결(`10.7.16)
※ 차단 조치는 2010년 8월 3일부터 극동 러시아 지역 내에서 시행

17) 1회 투시(전신스캔)에 휴대전화로 1만 번 통화하는 것과 맞먹는 극초단파가 나온다는 학계 주장 존재
- 미국의 방사선보호위원회는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 되려면 1년에 2,500번 정도 검색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번 장기 노출 시 건강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
진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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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법원의 판결 이유 : 러시아 법원은 문제가 되는 해당 비디오와 더불어 유튜브 전체
가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봄
○ 판결에 대한 각 당사자의 입장
- 러시아 ISP Rosnet : 사이트 차단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본 판결은 부당함
- 유튜브(Youtube) : 본 판결은 특정 비디오와 관련 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문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공유의 자유를 침해함

□ 시사점/ 전망
○ Rosnet은 항소하여 본 판결에 대한 러시아 내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 국가사업으로 인터넷검색엔진 사업을 추진 중인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동영
상 공유 서비스도 함께 개시하여 정부중심의 인터넷 정보망을 구축하여 감
시․관할할 전망
○ 이미 중국, 태국,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가 차단된 유튜브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의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출처 : http://www.lemonde.fr/technologies/article/2010/07/29/un-tribunalrusse-ordonne-le-blocage-de-youtube_1393628_651865.html

3

프랑스, 불법 게임 사이트 접속 차단 판결(`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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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파리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 규제국(Arjel)이 제기한 소송에서 프랑스 주요 ISP들
(Orange, SFR, Bouygues Telecom, Free, Numéricable, Auchan Télécom, Darty)
에게 불법 게임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판결(`10.8.6)
※ 온라인 게임 규제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jeux en ligne) : 인터넷 게임중독, 사기방
지 및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창설된 프랑스 온라인 게임 규제 기관

□ 주요내용
○ 법원의 판결 내용 : 도메인, IP, URL 주소 차단이나 메시지 내용 분석 등 가능한 모
든 검열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것
○ 판결에 대한 각 당사자의 입장
- la Quadrature du Net : 사이트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터넷 속도가 느
려지는 문제를 유발시킴
- 프랑스 ISP : 해당 불법 사이트를 시스템 상에서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비
용적인 부담이 따르며 ISP가 직접 차단하는 것은 부당함
※ la Quandrature du Net: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 권리․자유 보호 단체

□ 시사점/ 전망
○ 온라인 게임 규제와 관련한 첫 판례인 이번 판결은 앞으로 프랑스 내 인터넷 보
호 규제국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임
○ 사이트 필터링 시스템 구축에 있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ISP에 대한 적절한 보
상이 없고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설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프랑스 내 논의
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 출처 :http://tempsreel.nouvelobs.com/actualite/vu-sur-le-web/20100807.
OBS8196/debut-du-filtrage-des-contenus-sur-intern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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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 이슈/ 단신

1

프랑스,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한 구글 카 운행 재개

(김현정 / (프) University of Paris I Pantheon-Sorbonne 국제법 박사과정)

□ 배경 및 경위
○ 구글(Google)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자료수집 목적에서 구글 카를 다시 운행하기로 함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2010년 8월 20일자 보도자료(communiqué)
에서 구글 카의 재운행에 대하여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 주요 내용
○ 구글 카는 지도 작성 및 거리 사진을 수집 도중 패스워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은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600 GB 상당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논란을 야기
○ 여러 국가의 정보 보호 기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국
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가 지난 5월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
- 이에 따라 구글 사는 잠정적으로 구글 카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구글 사는 지난 7월 점진적으로 구글 카 운행을 재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
며 8월 20일 프랑스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 자료 수집을 다시 개시함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현재 해당 위원회의 조
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구글 카 서비스 재개는 시기상조라
는 의견을 피력함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구글 사에게 개개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
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스트리트 뷰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방법에 대하여 위원회에게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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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NIL (http://www.cnil.fr)

2

프랑스, 망 중립성(neutralit du net)에 관한 정부 보고서 공개

(김현정 / (프) University of Paris I Pantheon-Sorbonne 국제법 박사과정)

□ 배경 및 경위
○ 7월 말 작성한 프랑스 정부 망 중립성에 관한 보고서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일
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함
□ 주요 내용
○ 해당 보고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원칙의 예외를 명확하게
정립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이러한 목적은 프랑스 통신규제기구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가 표방하는 “준 (準) 중립성”에 부합하는 것
으로 판단됨
○ 보고서는 망 중립성 및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다른 사회·경제·법률 및 기술
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망 중립성 원칙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힘
- 특히 인터넷상의 사기, 사생활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의 기소
및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특정 콘텐츠의 필터링 또는 차단 조치
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망 중립성 원칙에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야
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보고서는 망 사업자들의 입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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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열린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과 망 사업자들이 트래픽의 조정과 같
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 프랑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통신규
제기구에 의한 행동강령 채택을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망 사업자들의 투자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 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현행 인터넷 정액 요금제도에 대한 수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망 사업자
들이 망 중립성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요금의 인상 또는 요금제
에 따른 인터넷 이용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으나, 이러한 조치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인터넷 이용량
에 따른 차등 요금제 시행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지적함

□ 이슈 및 시사점
○ 망 중립성에 관한 정보 보고서는 2010년 11월 관련 법률안 작성에 앞서 열
릴 9월과 10월에 열릴 공청회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 출처 : Numerama (http://www.numerama.com)

3

프랑스, 개인정보 관련 유럽연합 지침 수정 (프랑스)

(신지연 / (프) 프랑스 변호사연수원)

□

개요

○ 유럽연합 위원회(Commission)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1995년 10월 20일자 유
럽연합 지침(Directive 95/46/CE) 수정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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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995년 10월 20일자 지침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지침이며, 유
럽연합가입 국가 간에 법률을 통일시킴으로써 유럽연합 내 원활한 정보순
환을 목적으로 함
- 프랑스에서 2004년 8월 6일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보호법에 의해 국
내로 전환됨
○ 유럽연합 위원회가 동 지침 수정을 결정한 이유는 21세기 테크놀로지를 감
안, 국가 간에 개인정보 전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침 시행에 있
어 유럽연합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점을 통일시키는데 있음
○ 동 지침 29조는 G29를 설립함
- G20는 유럽법을 만들고, 개정 및 수정에 참여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유럽
위원회의 모든 계획안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함

□ 이슈 및 시사점
○ 프랑스 국가 정보보호-자유위원회 및 다른 유럽국가의 이와 같은 기관들이 시
간을 두고 더욱더 자세히 분석할 것을 요청하여 원래 2010년 가을 예정이었던
동 지침 수정 제안서 발표를 2011년 하반기로 미룸
※ 출처 : http://www.vie-public.fr, http://www.cni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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