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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국내 입법 동향

2012.10.1~2012.10.31

국내입법동향만을 게재함

법령안 심사 법령안

1.

1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
(

)

(2012.10.5

법제처 법령안 접수)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입법예고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접수
□ 제안이유
○ 통신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

2012.4.16~2012.5.25 :
2012.10.5 :

,

개선 등 그 밖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파사용료 감경 안 제
(

-

별표8, 별표9, 별표10 및 부칙 제2조)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재판매
(MVNO)

-

90조제1항

시장안착을 위해

MVNO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함

㎓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3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함

○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안 제
(

-

14조제1항

별표

3)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
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

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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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 안 제 조제 항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ㆍ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ㆍ과소 청구
(

8

2

)

-

사례가 있음
-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 출처

:

법제처

(http://inglaw.moleg.go.kr)

- 2 -

인터넷 법제동향

국회제출 법률안

2.

「정보통신망

1

」일부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2012.10.8

국회제출)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국회 제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
:

2012.10.8 :

(

)

2012.10.9 :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재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등 악성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음

□ 주요내용
○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72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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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 안

2

(

)

(2012.10.24

국회제출)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국회 제출 민주통합당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하는 경우
:

2012.10.24 :

(

)

2012.10.25 :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
하고자 함

○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이통통신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을
합산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른바 ‘공짜 휴대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기간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이동통신사

,

100분의 30

대리점, 판매자 등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핸드폰 출고가의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함(안 제52조의2 신설)

○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동통신요금과 휴대폰 구매비용을 함께 청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9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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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안

3

(

)

(2012.10.25

국회제출)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
국회 제출 민주통합당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정부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

2012.10.25 :

(

)

2012.10.29 :

‘

’

,

국외에서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부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 조제 항제 호
(

5

3

7

신설)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정부가 국외에서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9호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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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 안

4

(

)

(2012.10.30

국회제출)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국회 제출 민주통합당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

2012.10.30 :

(

)

2012.10.31 :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

현행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관서 등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되는 효과를
발휘함

-

이들 규정에도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통신제한조치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경우 영장주의에 준하여 이용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

○

제83조제3항)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3조제8항 및 제104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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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 안
(

5

(2012.10.30

)

국회제출)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국회 제출 새누리당 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에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

2012.10.30 :

(

)

2012.10.31 :

IPTV

-

현행법상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등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콘텐츠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IPTV사업의

중요 변경허가 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함
-

현재는 콘텐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고,
IPTV사업의

중요 변경허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주요내용
○
콘텐츠의 수급 활성화 및 콘텐츠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IPTV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안

※ 출처

제11조 및 제18조)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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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법률안

3.

1

「전파법」일부개정법률 안
(

)

(2012.10.22

국회제출)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현황
○
입법예고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접수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완료
○
차관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국회에 제출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

2012.5.25~6.11 :
2012.9.20 :
2012.10.9 :

2012.10.11 :
2012.10.16 :
2012.10.22 :
2012.10.23 :

,

전자파

인체보호센터 지정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함 안 제 조제 항제 호의 제 조의 제 조의
(

2

1

4

2,

18

2,

18

3

및 제90조제1호 신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72조제1항)
-

ㆍ

ㆍ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 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 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함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사용승인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전파혼신 및 주파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예방이 가능
하게 되어 체계적

ㆍ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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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인체보호센터 지정근거 마련 안 제 조의 신설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자파인체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국제협력 및 정부 위탁 사업을
(

44

3

)

-

,

,

수행하도록 함
-

ㆍ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 전문적 연구 및 조사 등이 가능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우주전파재난의 대응체계 강화 안 제
(

-

51조

신설)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에 대한 대비

ㆍ복구

ㆍ

등을 위하여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우주전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전파재난 대책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의 설치
본부를 설치

-

,

운영을 통하여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됨

○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안 제 조 신설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
(

56

)

-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기자재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ㆍ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피해와 컴퓨터 프린터 등에서 누설되는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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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령안

4.

「

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에

2013

1

」제정 안

관한 대통령 훈령

(

)

(2012.10.30

□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 추진현황
○
법안공개
○
규제심사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접수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완료
○
공포
□ 제안이유
○ 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준비위원회

공포)

:

2012.9.27 :
2012.9.28 :
2012.10.4 :

2012.10.30 :
2012.10.30 :

2013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 2011년 런던에서 첫 총회가 개최되었고 3회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사이버 관련 국제안보, 경제, 사회, 범죄, 보안 등 포괄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규범과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고위급 국제포럼임

□ 주요내용
○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2013년

·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
위원회(이하
-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무
총리실 등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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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

준비위원회에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단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고위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

·

기관 단체의 임원 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된 자 및 준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으로 함

○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

총회와 부대행사 준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출처

:

법제처

(http://ingla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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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외 입법 동향

1

獨

연방의회, 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안

입법 촉구 및 논의

□ 개요
○

2012.10.12

(2012.10.12~10.23)

연방상원(Bundesrat)이 공개 무선랜 관련법을 제정해 줄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함

○ 연방하원에서는 공개 무선랜 운영자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됨
- 2012.10.23

사회민주당(SPD)이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한 정책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함
- 2012.10.23

좌파정당 링케(Linke)가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 법률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함

□ 배경
○ 법률안 논의의 법률적 배경은
-

2010.5.12에

있었던 연방대법원 판결에 기인함

연방대법원은 ‘우리 인생의 여름 판결’1)에서 암호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권한 없는 제3자가 무선랜을 몰래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무선랜 운영자는 소위 ‘방해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함

※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 : 타인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 정도까지 개입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그 침해에 기여하였을 때 침해에 기여한
그 자에게 인정되는 민사책임의 한 유형임
-

무선랜 운영자가 타인의 불법행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그 침해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무선랜 운영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침해자에게 경고하는데 소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2)

1) BGH, Urteil vom 12.05.2010 - Ⅰ ZR 121/08. 인터넷 가입자가 암호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무선랜을 사용
하던 중,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인터넷가입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가의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암호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방해자 책임을 부과함. 여기서 방해자
책임이란 장래에 이러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설 무선랜 운영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 법제동향, 2011.08, 18-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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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결로 인하여 선의의 무선랜 운영자가 방해자책임을 지는 위험이 발생함
-

카페 및 레스토랑 등 영업주가 고객을 위해서 부가서비스로 무료인터넷을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방해자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발생함

-

권한없는 제3자가 무선랜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특히 저작권)를 침해한 경우
저작권관리단체 및 이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이러한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무선랜 운영자에게 권리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

○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텔레미디어법

(TMG)상의

인터넷접속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무선랜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주요 내용
○

2012.10.12

연방상원(Bundesrat)은 공개 무선랜과 관련한 입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함
-

현재의 법체계에서 무선랜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다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함

-

텔레미디어법 제8조에 의한 접속 중개자에 대한 책임 제한을 무선랜 운영자
에게도 확대함으로써 무선랜 운영자 면책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면책방법에
대한 사항을 입법하도록 요청함

-

무선랜 운영자의 기대가능성의 기준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선랜 운영자가 제3자의 권한 없는 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보호조치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ㆍ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나 방해자책임을 부담할 위험 없이
운영자가 무선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 권리보유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 침해 추적회사를 통하여 IP 주소를
확보한 다음 이 IP 주소 보유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을 통하여 ISP에게 청구하여 확보함. 권리보유자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권리침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작위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기 이전에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경고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이 포함된 중지의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경우 권리보유자는 침해자에게 적법한 한도
에서 지불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 첫 번째 경고를 위해서 변호사비용이 지불된 경우 단순한 권리침해의
사안에서는 100유로로 제한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97a조제2항) 실제로는 더 많이 청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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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3

좌파정단인 링케(Linke)는 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텔레미디어법(TMG)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함
- 2012.6.26

독일 시민단체인 디지털 협회3)가 제안한 법률안의 내용과 거의 같음4)

※ <독일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주요내용>
ㆍ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 규제와 ISP의 책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ㆍ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일반법률(주로 민법 내지 형법)에 의하여 책임을
짐(텔레미디어법 제7조)
ㆍ인터넷 접속중개자는 중개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함
(텔레미디어법 제8조)
ㆍ캐싱5)과 같이 정보가 임시 저장되는 경우 이에 대해 운영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함
(텔레미디어법 제9조)
ㆍ타인의 정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Host Provider의 경우 위법한 행위나 위법한
정보를 인지한 후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텔레미디어법 제10조)

- 공개 무선랜 운영자를 타인의 정보를 중개하는 접속중개자로 간주하여 원칙적
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제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추가함
-

기명으로 특정된 이용자그룹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업적

·

비상업적 무선랜 운영자(공중 무선망)를 접속중개자에 포함시켜 책임을 면제
받도록 함(텔레미디어법 제8조제3항 도입안)

ㆍ제 조제 항 도입안은 공개 무선랜 운영자도 텔레미디어법 제 조의
8

3

8

ISP로서

간주되어야 하고, 이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함

ㆍ오늘날 실제로 대규모 상업적

ISP는

텔레미디어법 제8조가 규정한 면책의

특혜를 받고 있음

ㆍ무선랜을

비상업적, 부수적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가령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자는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도 텔레미디어법 제8조의 적용영역에 포함시킴

3)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2010년 창립된 독일의 시민단체
(http://digitalegesellschaft.de)
4) 디지털 협회가 제안한 법률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인터넷 법제동향 제58호 p.22 ‘디지털협회, 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면책에 관한 법률안 제출’ 참고
5) 명령어와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 또는 디스크 캐시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별도 서버에 저장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네티즌에게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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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무선랜 운영자 면책조항을 적용
하여 방해자책임의 경우에도 면책시킴(텔레미디어법 제8조제4항 도입안)

ㆍ지금까지 제 조제 항의 면책규정이 부작위청구에도 적용되는지 불명확하였으며
8

1

,

앞에서 언급한 연방대법원의 ‘우리 인생의 여름 판결’도 이 문제를 명확히
다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음

※ 부작위청구권(Unterlassungsanspruch) :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금지청구권, 중지청구권, 유지청구권이라고도 함)으로 장래 침해의 위험이 임박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적 목적으로 행사하는 청구권을 의미함

○

2012.10.23

사회민주당(SPD)은 무선랜 운영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책임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세가지 방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함
-

공공장소에서 원활하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랜
운영자가 기존의 책임을 지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됨

-

연방상원의 입법제안을 계기로 하여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해야 함

-

공개 무선랜 운영자가 데이터의 안전성, 데이터보호,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조치는 상업적 및 비상업적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함

□ 평가 및 반응
○ 연방 상원이

연방정부에 요청한 공개 무선랜 관련법에서는 무선랜을 권한

없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신원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비판을 받음
-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자가 전문적인 상업적

ISP이든

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제공하는 카페운영자이든 개인이든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감독
해서는 안됨
-

위와 같이 하는 것이

ISP의

책임제한 규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전자

상거래지침에 상응하기 때문임

○ 기독당은 좌파정당인 링케

(Linke)의

-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보임

링케의 법률안대로 입법할 경우 무선랜을 통한 중대한 범죄행위의 수사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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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케의 법률안은 무선랜 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음

-

방해자책임에 대한 논의는 연방법무부의 입법적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함

○ 자민당은 무선랜 운영자의 면책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냄
-

접속중개자의 면책은 저장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무선랜
운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 출처

: http://www.bundesrat.de/cln_320/SharedDocs/Drucksachen/2012/0501-600/545-12,te
mplateId%3Draw,property%3DpublicationFile.pdf/545-12.pdf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111/1711145.pdf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111/1711137.pdf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undestag-streitet-ueber-Stoererhaftung-beioffenen-Funknetzen-1737597.html
https://netzpolitik.org/2012/storerhaftung-im-bundesrat-wlan-betreiber-sollen-weniger-h
aften-aber-vor-unbefugter-nutzung-durch-dritte-schu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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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사이버범죄 예방법(Cybercrime
효력 중지 (2012.10.9)

2

□ 개요
○

2012.10.3

Prevention

Act

of

」

2012)

필리핀에서 사이버스쿼팅, 사이버 성행위, 아동 포르노그래피, 신원

도용, 불법적 데이터 접근,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는 사이버범죄 예방법
(Cybercrime Prevention Act of 2012)이

발효된지

6일

만에 효력이 중지됨

□ 입법 경과
○
을 비롯한 명의 하원의원이 하원에 법안을 제출함
○
상원의원
가 법안을 제출함
○
하원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조항이 삭제됨
○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함
○
상원의원
가 명예훼손을 사이버범죄에 포함시킴
○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함
○
월 월 하원이 양원협의회에서 상원의 법안에 동의함
○
필리핀 대통령 아키노
가 법안에 서명함
○
법무부장관
가 명예훼손을 사이버범죄 예방법에 포함
2010.7.7 Susan Yap
2011.5.3

5

Edgardo Angara

2011.5.18
2011.5.21
2012.1.24

Sotto

2012.1.30
2012.5

~6

2012.9.12

(Benigno Aquino III)

2012.10.1

Leila de Lima

시키는 것에 반대함

○
법안이 발효함
○
대법원이 법안의 효력을
일 동안 중지하는 명령을 내림
□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의 목적 컴퓨터 또는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의
ㆍ오용 불법적 데이터 접근 행위에 형법적인 처벌을 함으로써 컴퓨터
2012.10.3
2012.10.9

[

120

,

]

,

○

,

남용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지키고자 함
[

사이버범죄] 컴퓨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행위, 사이버

스쿼팅, 컴퓨터 데이터 위조, 컴퓨터 사기,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음란 콘텐츠
게시, 온라인 광고, 사이버 명예훼손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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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와 같은 행위를 사이버 범죄로 규정함

불법 접근

불법 도청

컴퓨터 데이터
무결성 위협

ㆍ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함
ㆍ비공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도청하는 행위를 처벌함
ㆍ고의, 과실로 권한 없이 컴퓨터 데이터, 전자 문서, 전자

데이터 방해

데이터 메시지를 삭제, 변경,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
ㆍ바이러스를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
ㆍ권한 없이 컴퓨터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변경, 삭제, 훼손,

시스템 혼란

전송함으로써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킹의 기능을
고의로 변경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
ㆍ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의 오용

장치를 사용, 생산, 판매, 조달, 수입, 분배하거나 이러한
장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

사이버 스쿼팅

ㆍ악의로 타인의 도메인 이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하여 타인의 평판을 해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함

컴퓨터 데이터 ㆍ본래의 컴퓨터 데이터를 변경, 추가, 삭제하여 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위조

가짜 데이터를 형성하는 행위를 처벌함
ㆍ사기의 목적으로 컴퓨터 데이터,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수정, 추가,

컴퓨터 사기

콘텐츠 범죄

온라인 광고
금지

삭제하거나 전파를 방해 하는 행위를 처벌함
ㆍ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정도를 낮춤
ㆍ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성기 또는 성행위 등 음란한
음란 콘텐츠
콘텐츠 게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게시
이러한 게시물을 유지, 제어,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함
ㆍ아동 포르노 금지법(Anti-Child Pornography Act of
아동포르노
2009)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콘텐츠 게시
위반하였을 경우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ㆍ재화 또는 용역 판매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상업적인
통신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함

사이버

ㆍ개정 형법 조항 제355조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 또는 미래에 고안될

명예훼손

수 있는 다른 유사한 수단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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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무결성 : 데이터를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성질로 데이터
무결성의 보호는 네트워크 관리자만의 서버 접근, 전송 선로 관리, 서지 및 전자적 충격
으로부터의 하드웨어 및 저장 장치의 보호 등을 통해 이루어짐

○
○

[

교사 및 방조범, 미수범 처벌] 이 법을 위반하도록 타인을 교사하거나 방조

한 자 및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미수)를 한 자는 처벌됨
[

온라인 광고 처벌 예외] 수신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전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온라인광고행위가 허용됨
-

전송하는 통신의 주요 목적이 고객 서비스의 목적이거나 현재 사용자, 구독자,
고객 등을 위한 관리차원의 메시지이어야 함

-

상업적 전자 통신이 수신자가 더 이상의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유효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야 함

-

전자 메시지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위장하지 않아야 함

-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읽도록 수신자를 유도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

특별법] 개정된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정보

ㆍ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위반한 자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됨
-

○

개정된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

법집행기관] 수사국(NBI,

National

Philippine National Police)을
-

○
○

Bureau

of

Investigation)과

경찰(PNP,

이 법의 집행기관으로 함

수사국과 경찰은 이 법의 범죄행위만을 독점적으로 다루게 하기 위해서 특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센터 또는 전담반을 구성해야함
[

법집행기관의 의무] 법집행기관은 정기적으로 법무부(DOJ,

Justice)의
[

Department of

수사 검토와 감독을 위하여 수사 전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실시간 통신 데이터의 수집] 법집행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되고 있는 특정 통신과 연관된 실시간 통신 데이터를 수집
또는 기록할 수 있음
-

수집 또는 기록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출처, 데이터 전송의 목적지, 경로, 시간,
날짜, 데이터의 크기, 기간과 같은 형식적 데이터 정보일 뿐 식별 정보 또는
데이터 내용과 같은 실질적 데이터 정보는 수집할 수 없음

-

식별정보, 데이터 내용과 같은 실질적 데이터 정보 수집은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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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집행기관이 형식적 데이터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협력해야 함

-

법원의 영장은 범죄행위의 확실성과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갖춘 경우 발부됨

○

[

컴퓨터 데이터 보존]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해야함
-

법집행기관은 한 번의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존된 데이터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함

-

데이터 보존 명령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보존 명령을 받은 사실과

○

그러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서는 아니됨
컴퓨터 데이터의 공개] 법집행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

[

또는 개인에게 데이터의 제출 또는 공개를 명령할 수 있음
-

○

데이터 공개 또는 제출의 명령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인은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

72시간

내에 데이터를 제출해야함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압수, 조사] 정보 수색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법

집행기관은 영장에 제시되어있는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를 보존하는 매체를 획득할 수 있음

-

획득한 컴퓨터 데이터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성 있는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컴퓨터 데이터 보존 매체의 과학적 수사를 위한 조사 또는 분석을 할 수 있음

-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데이터 접근을 차단 할 수 있음

-

법집행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보존, 보호의 기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법집행기관은 법원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으로

컴퓨터 데이터 저장 수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컴퓨터 데이터의 예치] 법집행기관은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컴퓨터 데이터를

영장에 제시된 기간 만료 후
-

30일이내의

48시간

동안 법원에 예치할 수 있음

법집행기관은 법원에 예치한 컴퓨터 데이터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본도 법원에 함께 예치하여야 함

-

예치된 컴퓨터 데이터는 법원의 명령 없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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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데이터의 파기] 컴퓨터 데이터의 보존기간이 만료한 경우 법집행

기관과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보존한 컴퓨터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

[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 유효한 영장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 획득한

정보는 재판 전후의 어떠한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

[

컴퓨터 데이터의 접근 차단]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라는

의심이 있을 경우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는

해당 컴퓨터 데이터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법집행기관 명령에 대한 불복종] 컴퓨터 데이터 보존 또는 제출과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

국제 협력] 명확하고 정당하게 입법된 국내법 또는 국내법을 기초로 동의한

형사 협약을 근거로 하는 컴퓨터 데이터, 시스템, 증거 수집 관련 국제 형사
수사는 효력이 있음

○

[

법무부 권한] 법무부는 국제적 상호 원조 및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권한을 가짐

○

ㆍ

사이버범죄 수사 조정 센터의 설립] 국가적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및 집행

[

등의 정책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범죄 수사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oordinating Center)를
-

ㆍ조정센터

(CICC,

설립함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국가수사국장이 부의장을 맡으며 민간
부문의 대표자 및 학계의 인원들로 구성함

□ 대법원의 효력중지 명령
○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일 동안 사이버범죄 예방법의 집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120

내림(TRO,
-

Temporary Restraining Order)

대통령과 총장, 법무부, 지방 정부, 과학 및 기술, 경찰, 수사국 등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10일

안에 제출

하여야 함
-

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논의를

201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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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과
법원의 명령 없이 법무부에게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임

□ 평가 및 반응
○ 동남아시아 시민단체인
Harry S. Roque는

Media Defense의

장이자 필리핀 대학교의 교수인

페이스 북 또는 트위터에 명예훼손으로 여겨질 수 있는

코멘트를 다는 경우에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필리핀은 인터넷 자유의 리더였으나 이 법으로 인하여 블로거들을 위협하는
억압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다고 함

○ 정부 기관 및 의회
○

,

대통령의 웹사이트가 해커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페이스

북의 사용자들은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으로 바꾸는 등 시민들의 항의가 거셈
미국의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6)는

사이버범죄 예방법의 명예

훼손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현지의 언론과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언급함

○ 필리핀 익명의 상원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 및

ICT

장치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함

※ 출처

: http://www.nytimes.com/2012/10/04/world/asia/new-internet-law-gets-hostile-receptionin-philippines.html
http://www.gov.ph/2012/09/12/republic-act-no-10175/
http://en.wikipedia.org/wiki/Cybercrime_Prevention_Act_of_2012
http://www.rappler.com/rich-media/13901-the-road-to-the-cybercrime-prevention-act-of2012
https://www.eff.org/deeplinks/2012/09/philippines-new-cybercrime-prevention-act-troubl
ing-free-expression
http://www.interaksyon.com/article/45096/supreme-court-issues-tro-on-anti-cybercrimeact
http://www.interaksyon.com/assets/documents/enbanc10.9.2012.pdf

6)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로 1990년에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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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판례 및 사례
서울고등법원,

본인의 동의 없이 경찰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

제공한 인터넷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2012.10.18)

□ 개요
○ 서울고등법원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경찰에 이용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7)

□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에서 정보검색

,

○
○
○
○

커뮤니티8),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임
2004.10.10

원고는 피고의 약관에 동의하고 피고와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함
2010.3.4경

원고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특정인을 희화하하는 게시물을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퍼옴’이라고 표시하여 올렸음
2010.3.5

희화화의 객체가 된 특정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함
2010.3.8

서울종로경찰서장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만을 제공하며 피고에게

원고 외

2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이틀 뒤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원고 외

2명의 ‘네이버 ID,

이름, 주민

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를 제공함

○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원고를 소환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

2010.4.28

원고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됨

7) 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
8) 피고가 제공하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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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간 수십만 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받고
있고, 개인정보보호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전담기구에서는 개별적인
통신자료 요청 건에 대해 별도의 점검회의 등을 하지는 않음

※ <관련 법령>
ㆍ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3.22. 법률 제10166호 전부 개정 전)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9)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함)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 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2010.3.15. 제22075호로 개정 전)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용자의 통신 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이용자의 통신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 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 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9) 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원 판결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법제동향 본호(61호) p.23 ‘헌법재판소,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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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내용
○ 피고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개인정보자기정보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
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ㆍ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됨

ㆍ개인정보를

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대상으로 한 조사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
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
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함

ㆍ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
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함

ㆍ익명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ㆍ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임

ㆍ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

○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가 있음
-

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비교를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10)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를 제공 범위에 관한 세부적 기준도 마련해야 함

10)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ㆍ절차
ㆍ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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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일반 사인과는 달리 상당한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점 및 전자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함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이 피고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언제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일반 사인과는 달리 상당한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여부 및 그 범위 개인정보에 관해 충분히 심사를 하여야 의무가 있음11),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

※ <원심판결 주요내용>
○ 피고에게 수사관서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실체적 심사의무를 인정하지 않음
-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해당 범죄와 정보제공 요청 대상자와의 관련성 정도에
대한 판단 등 형사법 영역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되는 분야임
- 법령에 의해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은 대부분 본인의 성명과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용됨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의 협력 없이는 개인 신원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특징이 있음
- 전기통신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그치고 있음

○ 피고의 위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원고에 관한 정보제공이 원고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는 전기통신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본사 내 개인정보보호팀에 설치하였음
- 위 전담기구에서 관계 법령 및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2005. 11. 당시 정보통신부
제정)에 따라 위 요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출처

: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사건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사건

나19012 판결문

2010

가합72873 판결문

11) 피고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가급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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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

취득한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 개요
○ 헌법재판소가

(2012.8.23)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용자 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 구 전기통신사업법

12)

제54조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각하함

□ 사실관계
○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재함

○ 피청구인 경찰청장은 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소환하고 전기통신
기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 사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
하여 취득한 행위와 그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판결 내용
○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
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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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피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에 관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이 사건 통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

-

피청구인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는 어떠한 상하관계도 없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피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도 불분명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통신자료를 취득한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가 통치작용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거절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임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
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함

※ 위헌법률심판이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데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국가의 통치작용(공권력의
행사)이 행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수사관서의 장이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수사관서의 장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행위가 있어야 이용자의 기본권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
조항만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음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
되어야 하는데 이 조항의 경우 법률 외에 수사관서 장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행위가 별도로
필요하고 이 행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본 것임
※ 출처

: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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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헌법재판소,

인터넷이 가능한

“

징수는 합헌”이라고 판결

PC

에 대한 방송수신료

(2012.10.2)

□ 개요
○ 연방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가능한

PC에

대해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인터넷이 가능한

PC에

대한 방송수신료의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함

※ 독일에서 방송수신료의 법적 근거는 방송수신료에 관한 주간협약(이하 ‘방송수신료 주간
협약’이라고 함)13)임
- 각 주는 기본법(헌법) 제70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수신료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이
입법권한을 근거로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방송수신료에 관한 주간협약이 각 주
사이에 체결되어 있음14)

□ 사실관계 및 전개과정
○ 변호사인 헌법소원 청구인은
사무실에 설치된

PC로

인터넷 접속을 위해

PC를

방송수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용하고 있었으나

TV와

같은 일반적인

방송수신용 기기도 이용하지 않았음

○ 관할 방송국은 인터넷이 가능한

PC에

대해 방송수신료 징수를 결정하고 청구인

에게 지불통지를 함

○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방송국은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음

○ 청구인은 방송수신료 지불통지에 대해서 코블렌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코블렌츠 행정법원은 변호사의 인터넷이 가능한 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PC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국의 지불통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15)

○ 방송국이 항소를 제기하자 라인란트 팔츠 고등행정법원은 원심법원인 행정
법원의 판결을 폐기하고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판결함)

13) Rundfunkgebührenstaatsvertrag, RGebStV.
14) 이 주간 협약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음. 2011년 12월 17일 각 주에 의해서 서명된 새로운 주간
협약(Rundfunkbeitragsstaatsvertrag)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15) VG Koblenz, 15.07.2008 - 1 K 4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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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란트 팔츠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내용 : 변호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는 방송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방송수신기에 해당하고, 인터넷접속이 되는
PC에 대해서 방송수신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으로도 전혀 의심 없이 인정됨16)

○ 청구인은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연방행정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함
○ 연방행정대법원은 청구인의 상소를 기각함
17)

※ 연방행정대법원의 판결 내용 : 청구인이 설치한 인터넷이 가능한 PC는 법적 의미에서 방송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방송수신기기에 해당함

○ 청구인은 연방행정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

헌법소원에서 정보의 자유(기본법 제5조제1항제1문), 직업의 자유(기본법 제
12조제1항제1문),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판결은 청구인의 정보의 자유 기본권 기본법 제 조
(

5

제1항)을 침해하지 않음
-

청구인의 정보의 자유 기본권이 ‘청구인이 자신의 인터넷이 가능한

PC에

대해서

수신료를 지불해야만 인터넷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받는
것은 사실임
-

방송수신료 주간 협약은 기본법이 규정한 일반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을

-

통한 정보의 자유 기본권의 제한’은 정당화됨

방송이 아닌 인터넷 등 그 밖의 수단을 통해서 하는 정보제공은 방송수신료
주간 협약의 적용영역이 아니므로 방송수신료 지불통지 행위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정보의 자유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음

○ 고등행정법원 및 연방행정대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기본권 기본법
(

제12조)을 침해하지 않음
-

직업 수행의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인터넷이 가능한

PC에

대한 사용료 지불

의무는 직업상의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 인터넷이 가능한 청구인의

PC에

대한 방송수신료의 징수는 비례성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16) OVG Rheinland-Pfalz, 12.03.2009 - 7 A 10959/08
17) BVerfG, 22.08.2012 - 1 BvR 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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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에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
으로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판단기준

인정여부

목적의

인정

정당성

세부 내용
방송수신료의 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공법상의 방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수신료의 징수 기반을 확대하고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수단의

인정

적합성

것을 저지하게 함으로써 공법상 방송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방송에 대한 접근차단은 이미 동일한 효과가 있는 수단이

침해의

인정

최소성

아니므로 더 경미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수단이 없음
방송재정의 확보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함
청구인이 인터넷 등 그 밖의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 이에

법익의

인정

균형성

대해 직접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단지
비례적으로 지불의무로서 수신료만을 부담함

○ 일반적인 평등원칙 기본법 제 조제 항 도 침해하지 않음
(

-

3

1

)

전통적인 방송수신기와 새로운 방송수신기의 보유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방송수신료의 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공법상의 방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방송수신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불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에 비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PC

보유자에게는 지불의무를 부여하여 평등하지 않게 대우

하는 것은 정당화됨

․인터넷이

가능한

PC의

경우 방송수신기에 내재하고 있는 이용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것은 차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임

※ 출처

: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rk20120822_1bvr019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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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4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인터넷에 공개한 ‘몽뜨회이’시에 경고

□ 개요
○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를

(12.9.20)

‘몽뜨회이’시18)가

선거인 명부에 있는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경고를 줌

※ 프랑스 선거법 R.10조와 R.16조에 따르면 각 시는 매년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 기간
동안 구청 외부에 있는 통상 공시하는 장소에 선거인 명단 변경 사항 (신규 등록자, 제명된
등록자)에 대한 표를 공시해야 함
※ 이 같은 표는 성명, 출생일, 출생지, 집주소, 성 변경, 국적 소멸 또는 법원 판결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포함함

□ 사실관계
○ 몽뜨회이
‘

’

구청 건물 외부에 공시하는 공간이 있지만 게재 사항이 많아 공간이

부족하여 구청 선거 담당 부서가 구청에 게재하지 못한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함

○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었으나 다운로드 또는 인쇄는
○
○

불가능하였음
2012.1.20

인터넷에 게재된 사항을 모두 철거하였지만 검색 사이트를 통해

2012.2.14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음

2012년 1월, ‘몽뜨회이’시가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의 개인정보인 성명, 출생일,

출생지, 집주소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몽뜨회이’ 지역 주민이 국가정보처리
자유위원회에 신고 접수 함

○ 신고에 따라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가 수사를 진행하였고

,

해당 개인정보가

선거인 명부 수정 과정에서 공개된 것으로 밝혀짐

□ 결정 내용
○ 정보처리자유위원회는

‘몽뜨회이’시가

선거인 명부 수정표 공시를 합법적 절차

및 조건 내에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18) 파리 동부에 위치한 도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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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공시일 종료일로 지정하고 있는

-

1월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게시하였는데 이는 선거법에 위반됨
인터넷에 공개됨으로 인해 유권자 외 사람들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

되었는데 ‘몽뜨회이’시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이용 여부를 조사
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음

※ 프랑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수정표 사본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유권자
에게만 공개될 수 있음

○

‘몽뜨회이’시가

개인정보 보안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 제34조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식적 경고를 함

※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 (‘Loi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제34조 : 개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목적 또는 해당 정보를 열람할 목적으로 제22조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 문의할 권한이 있음
출처

: http://www.cnil.fr/
http://www.lagazettedescommunes.com/131967/montreuil-sanctionnee-par-la-cnil-apres-lapublication-sur-internet-d%E2%80%99elements-issus-des-listes-electorales/
http://www.cyber-collectivite.com/actus/news/Montreuil+sanctionn%C3%A9e+par+la+Cnil+
apr%C3%A8s+la+publication+sur+internet+d'%C3%A9l%C3%A9ments+issus+des+listes+
%C3%A9lecto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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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 사법재판소,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

보호기관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

(2012.10.16)

□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럽연합지침

95/46/EC19)의

개인정보보호기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및 전개과정
○ 유럽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함
-

유럽연합지침
오스트리아의

95/46/EC를

국내법으로 전환한 오스트리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95/46/EC제28조제2항에

통제기관으로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유럽연합지침 95/46/EC 제28조제2항 : 회원국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개별 규정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직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2005.7.5

유럽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 최고장(

)20)을

보냄

·

유럽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유럽연합지침

○

催告狀

95/46/EC제28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힘
2005.11.2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집행위원회의 입장에 반대

○

입장을 밝힘
2011.11.25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문제를 정식재판에서 다루어 줄 것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요청함

19)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위한 1995년 10월 24일자의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95/46/EC라고도 함
20)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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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관련 법률 설명>
-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지침 95/46/EC를 국내법으로 전환한 개인정보보호법(Datenschutzgesetz
2000)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연방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로 임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

○ 6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은 법률상 전문적 이익단체, 각 주, 연방최고법원의 장에
의해서 추천되고(동법 제36조제2항), 나머지 한 명의 위원은 법률에 정통한 연방
공무원 중에서 추천될 수 있음(동법 제36조제3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병행
할 수 있음(동법 제36조제3a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아니함(동법 제37조제1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나 위원의 지시만 받음
(동법 제37조제2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다른 위원(위원장 아닌 위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직무규정을 제정해야 함(동법 제38조제1항)

○ 연방수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시설을 마련하여야 함(동법 제38조제2항)

○ 연방수상은 언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모든 직무수행의 대상에 대하여 위원장과
○

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동법 제38조제2항)
법률에 정통한 연방공무원 중에서 추천되어 임명된 연방공무원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규정 제4조제1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소의 공무원은 연방수상청의 업무감독과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의 지시만 받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규정 제7조
제1항)

□ 유럽집행위원회와 오스트리아 정부의 주장 사항
○ 유럽집행위원회가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

첫째, 유럽연합지침을 수용한 오스트리아 국내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함

-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실이 연방수상청에 소속되어 있음

-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원은 연방수상청 소속이고 그 직무감독을 받음

-

넷째, 연방수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과 업무
수행 중인 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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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집행위원회의 주장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 판결 내용
○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럽연합지침
-

유럽연합지침

95/46/EC

95/46/EC을

위반하였다고 함

제28조제1항제2호는 회원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한 개 이상의 통제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통제기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자연인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법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인 기관이 감시하게 하는 것은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a

ä

der Grundrechte der Europ ischen Union)
-

제8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음

회원국의 독립적인 통제기관의 설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적인 요소임21)

○ 오스트리아의 현재의 법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럽연합지침이 요구
하는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

․첫째

,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담당자가 연방수상청의 업무

감독을 받는 연방공무원임

․둘째
․셋째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소가 연방수상청에 소속되어 있음
연방수상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수행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통지받을 절대적 권한을 가짐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
오스트리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연방수상청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함

※ 출처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28563&pageIndex=0
&doclang=DE&mode=req&dir=&occ=first&part=1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uGH-Oesterreichs-Datenschutzbehoerde-ni
cht-unabhaengig-genug-1730943.html
http://www.internet4jurists.at/gesetze/bg_dsg01.htm#

§

_36.

21) Urteil vom 9. März 2010, Kommission/Deutschland, C‑518/07, Slg. 2010, I‑1885, Randn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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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 이슈 및 단신

美 연방정부기관

1

,

□ 개요
○ 지난

2012년 8월 2일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치 마련

신 사이버보안법(CSA,

(2012.9.20, 10.1)

Cybersecurity Act of 201222))가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각 연방정부기관들은 현재의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를 취함

□ 배경
○ 사이버보안관련 법률을 입법하고자 하는 노력 및 관심은 컸으나
2일

2012년 8월

신 사이버보안법(CSA)이 상원에서 부결됨

※ <신 사이버보안법 상원 부결의 주요 원인>

민․공관의 정보공유를 허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 및 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게 사이버보안 중요기반시설(CCI, Critical
Cyber Infrastructure) 지정 표준 제정 권한 부여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임

○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없이 각각의 정부기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을 마련함

□ 주요내용
○

2012.9.20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에너지 기반시설 보안사무소(OEIS,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ecurity)를

설립함
-

에너지 기반시설 보안사무소(OEIS)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위험
및 사이버보안 위험을 집중적으로 관리함

-

에너지 기반시설 보안사무소(OEIS)는 에너지 기반시설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함

22) 세부내용은 인터넷 법제동향 제58호 p.18 ‘美 상원,「신 사이버보안법(CSA)」부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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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기반시설 보안사무소(OEIS)는 민간시설에 대한 물리적 또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지원활동 수행 및 준정부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함

○

2012.10.1

백악관이 상원의원

사이버보안 행정명령(EO,

Lieberman의

Executive

사이버보안법(CSA)을 본으로 한

Order)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 : 행정부의 장이 발행하는 명령 또는 지침으로 연방정부의
장인 대통령은 1789년부터 발해왔음
-

행정명령에 의해 사이버보안 표준(voluntary
위한 자문절차(consultative

-

process)가

위의 자문절차는 국토안보부(DHS,

cybersecurity standards)

제정을

마련될 것임

Department Homeland Security)에

의해

진행됨
-

사이버보안 표준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재의 권한만을 사용할 것을 권유함

-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음

○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대통령지침-7(2003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수정하는 중요기반시설보호(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2003

Directive-7)을

대통령 지침(PDD,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

초안을 작성중임

※ 대통령 지침(PDD,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조언 또는 동의와 함께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발행하는 행정명령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CIP PDD

초안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Homeland Security)로의

사이버 보안 활동의 통합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계획(NIPP,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 CIP PDD

․

물리적

National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함

초안은 중요한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 자원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ㆍ공관 협력 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위한 민

※ 출처

: http://www.hunton.com/files/News/3e51c978-07d8-4e9b-832a-a4ae1af6dec5/Presenta
tion/NewsAttachment/24d7c5cd-3b6d-485b-874a-a501ee2d0aeb/Recent_Cybersecurit
y_Activ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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