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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국내 입법 동향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부처

:

2013.2.22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내용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시행일

1

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 개정이유
○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액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변경할 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게시하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임.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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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의정부지원,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사건 무죄 선고(2013.2.14)

□ 개요
○ 의정부 지방법원은 인터넷게시판에 사람의 관상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사실 관계
○ 피고인은

2010.

10.

12.

‘cafe.daum.net/iDVM'

15:34

경 의정부시

oo

마트내 동물병원에서 다음카페

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윤박사 관상' 이라는 제목

으로 원고의 형제간 우애, 자식에 관한 의견 등 관상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계속하여

2010.

10.

13.

11:3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원고의 관상상 바람기가 많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판결 요지
○ 명예훼손의
-

'

‘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의 적시’ 불인정)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

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

도4023 판결),

피고인이 위 인터넷카페에 원고의 관상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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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원고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원고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
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피해자의 특정 여부 판단 불요
(

-

‘

)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http://uijeongbu.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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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해외 입법 동향

입법 동향

美 오바마 대통령

1

,

□ 개요
○ 미국

사이버보안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2013.2.12)

대통령 오바마(Barack

Obama)

는 자신의

2

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고 핵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을 발령

order)

하였다.(2013.02.12).

○

다음날 (2013.02.13) 마크 로저스 (Mike
루퍼스버그 (Dutch

Ruppersberger)

했으나 무산되었던
and

Protection

(

)

공화당 하원의원과 더치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공동발의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안법(Cyber

Act,

□ 배경 및 경과
○ 행정부 입법실패

Rogers)

CISPA)

Intelligence

Sharing

을 하원에서 발의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임기동안 중국, 이란 등 해외로부터

․

발생되는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상

하원의 의원들과 인권 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 이에 민주당은
2012

년

월 주요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강화의 내용을 담은

2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

(

Act

의회 입법실패) 미국 하원에서는

of

2012)

년

2011

관한 법안(CISPA)을 발의한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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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의했지만 부결되었다.
월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에

11

2012

년

4

월 최종통과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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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A

는 미국 정부와 사기업들 간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허용

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CISPA

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 행사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of 2012)

을

지지하는 상원에서의 반대세력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하였다.

○

재입법 논의) 미국 백악관은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

국가 사이버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미국 하원의원인
루퍼스버거(Dutch

Ruppersberger)

와 로저스(Mike

Rogers)

다시 입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앞서 상원에서는
(Cybersecurity

Act

of

2013)

을

1

는

CISPA

에 대해

사이버보안 및 경쟁법

월 다시 발의하였다.

☐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자국 내 기업과 공공기관 및 주요 인프라
시설 대상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표준개발과 정보공유 및 사이버
방어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및
안보까지 위협당하고 있어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

주요 내용)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기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행정명령에서는 사이버보안 서비스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방위산업에만 허용
되었던 기본정보공유를 다른 민간부문에까지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동 명령의 이행을 위해 미국 기업과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구하고 ‘공정정보기준(Fair
Information

Practice)’

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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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The

추진한다(Sec.
-

'

Cybercurity

Framwork)’

의 표준화를

7).

사이버 보안 프레임 워크'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 발생시 정책적, 기업적,

기술적 측면에서 표준화된 대처방법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Sec.
-

프레임워크 초안의 마련 기한은 행정명령 발동 이후
1

○

년 이내이다(Sec.

240

7(a)).

일 이내, 최종안은

7(e)).

국토안보부는 인프라 운영 사기업들이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가 개발한 '사이버보안 프레임

워크'를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Sec.
-

8).

국토안보부는 산업 부문별 정부 기관 내 조율 위원회를 통해 사이버 보안
프레임 워크를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협의한다
(Sec.

-

8(b)).

국토안보부는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들에게 기업들의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행정명령 발동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Sec.

○

(

일 이내에

8(d)).

범위) 핵심 인프라 시설의 범위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위험도를 기준으로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해
-

120

일 이내에 결정할 계획이다(Sec.

150

9(a)).

산업 부문별 정부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 의료와 국가 경제 및 안보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시설의 중요도 평가를 진행한다.

○

(

적합성 평가) 각 산업별 정부 기관에 규제책임을 부여하면서, 규제기관은

프레임워크 상의 규제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한다(Sec.

10).

-

규제기관들로 하여금 현재 사이버보안의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국토안보부, 재무부, 상무부, 국가보안 관련 조직들의 자문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규제조치의 상응 정도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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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2

,

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법 발의(2013.2.13)

☐ 배경

○

사이버 정보공유법(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CISPA)

은

정보가 부족한 민간부문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정부기관 상호 간의 정보공유 권한을 규정
한다.
기업들은 서로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나 정책

-

및 법적 장벽이 있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당한
동일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미국정보협회(U.S.

-

Intelligence

는 외국 해커에 대한 정보를

Community)

수집하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대다수의 민간부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CISPA

에서는 미국 정부와 사기업들 간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동 법은 민간부문 내에서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부와의 공유는 온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SEC.
11041)(a)(1),

-

SEC.

2(a),

SEC.

2(a)

SEC.

1104(g)(5)).

연방정부와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정부가 외국의 사이버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관들이 해외의 사이버 해커들을 색출에 도움을 준다.

1)

은 SECTION 2에서 "CYBER THREAT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a)항에서 “Title XI of the National Security 7 Act of 1947 (50
et seq.)”에 새로운 SECTION(SEC.1104)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H.R.3523(CISPA)
SHARING"
U.S.C.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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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결국 정부가 민간부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이버위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와의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및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
함을 전제로 한다(SEC.
-

2(a),

SEC.

1104(c)(4)).

민간부문은 매우 제한된 유형의 정보, 즉 사이버위협정보만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오직 사이버보안 목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EC.

-

2(a),

SEC.

1104(c)(5)).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부문은 자신이 정부와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익명화” 또는 “최소화” 할 것이 장려되고, 정부가 프라이버시와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정보
의 제공을 받기 위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금지된다
(SEC.

-

2(a),

SEC.

1104(b)(3)(A)).

민간부문이 정부와 자발적으로 공유한 정보에 대한 사용, 보유 및 검색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한다(SEC.

-

2(a),

SEC.

1104(c)(1),

SEC.

1104(c)(2)).

민간부문이 정부와 자발적으로 공유한 모든 정보의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 비용 및 연방법원에서의 변호사비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SEC.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2(a),

SEC.

1104(d)).

국가 안전국(National

Security Agency),

또는 다른

모든 정보기관에게는 민간 또는 공공 사이버보안 노력을 지시할 그 어떤 새로운
권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SEC.

○

2(a), SEC. 1104(g), SEC. 1104(e)).

는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전면적인 법

CISPA

적 보호를 한다(SEC.

○ 국가안보국

(National

2(a),

SEC.

Security

1104(b)(4)).

Agency)

의 권한은 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있을 경우
국내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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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PA

는

5

년 간 효력을 유지하며, 동 법이 부여하는 권한의 행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연장 또는 수정한다(SEC.

☐

CI S PA

○

(

관련 입법(상원의

3).

사이버보안 및 미국 사이버 경쟁법

입법배경)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상원은

법인 사이버보안 및 미국 사이버 경쟁법

2013.1.22
2)

)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다른

을 발의하였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의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가와 핵심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며

2013

년에는 국가의 사이버보안이

상원에서 최우선적인 과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 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업을 필요로 한다(SEC.
2(5),

-

SEC.

3).

입안자들은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 기술 분야
에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과 기업들의 정보가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EC.

○

(

입법목적)

Security)

2012

년

3(4)).

사이버보안법 은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가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 소유자를 구분

하고 연방정부의 조언에 따라 민간 소유자가 해커 공격에 대비하여 보다
강력한 방어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SEC.

3(2),

SEC.

3(3)),

정부와 민간부문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적 및 경제적
보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행정명령과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

행정명령에 대한 평가) 행정명령(EO)은

(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안법(Cyber
CISPA)

문제가 덜 발생한다.
2)

의안 번호

S.21

로 발의자는

Jonh Jay Rockefeller

상원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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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이므로 기업들에게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은 여전히 적용

되고 면제되는 것이 없으며,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집해서 보유하는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

행정명령에서 현재 사이버 보안의 효과에 대해 각 기관별로 평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정부 보유의 정보들에 대해 기존 법에 의해 다양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공정정보기준”(Fair

를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

기관들이 준수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이 입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에 "네트워크를 단속하고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게 부여
하는 입법을 촉구하였다.
-

상원에서

2012

년에 제안했던

사이버 보안법 은 민간부문의 지나친 규제

및 과도한 비용 발생을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 및 기업 로비스트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

사이버보안 및 미국 사이버경쟁법 (Cybersecurity
Competitiveness

Act

of

2013)

and

American

Cyber

은 사이버보안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또는 요건들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년의 사이버 보안법과 큰

2012

차이가 없다는 비판받고 있다.

○

에 대한 평가)

(CIS PA

반면

에 대해서 일부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권리

CISPA

그룹들은 동 법안이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한 관리 감독 없이 정부기관에게

．

지나치게 많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시민운동 단체인

의 정책자문가 새론 브래드포트 프랭클린

‘Constitution Protect’

(Sharon Bradford

은 ‘이번 법안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창하는 것은

Franklin)

매우 부적절하며, 만약 지금 그대로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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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인 감찰기관과 공유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이버

．

보안과 전혀 무관한 정보까지 공유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

아메리카 시민권 연합(American
성명서에 따르면

Civil

Liberties

Union,

ACLU)

에서 발표한

는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CISPA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불분명한 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

(

입안자의 반론) 이에 대해 공동 입안자인 로저스 의원은

발의된 법안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2013

년에 새로이

『정보』의 정의를 협

소하게 내림으로써 정부와 공유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의 추가적인 수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

로저스 의원은 ‘동 법안은 행정명령보다 넓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명령과 CISPA의 비교>
행정명령

CISPA

국가기관

국가기관, 민간기업

중요 인프라 기업들을 위한 사이버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준 프로그램 마련

정보의 상호 공유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강제력 有

악성코드를 식별하는 등의 기술적 정보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되는 정보(개인

(개인정보 포함 안 됨)3)

정보 포함)4)

수범자
주요내용
강제력

정보의 범위

면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3)
4)

정부에게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해당사항 없음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상대적으로 적음

큼

정부가 이미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업과 공유한다.
민간기업이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최소’의 정보를 ‘익명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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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mashable.com/2013/02/06/cispa-cybersecurity-bill-resurface/
http://mashable.com/2013/02/11/obama-cybersecurity-order/
http://www.computerworld.com/s/article/9236438/Obama_to_issue_cybersecurity_executive_order
_this_month
http://www.aclu.org/blog/national-security-technology-and-liberty/president-obama-shows-no-cispainvasion-privacy-needed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12/executive-order-improving-critical-infrastruc
ture-cybersecurity
http://cybersecuritynews.org/2013/01/28/senate-democrats-propose-new-cybersecurity-bill/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3523eh/pdf/BILLS-112hr3523eh.pdf
http://mashable.com/2013/02/06/cispa-cybersecurity-bill-resurface/
http://mashable.com/2013/02/11/obama-cybersecurity-order/
http://mashable.com/2013/02/11/cispa-reintroduced/
http://www.pcworld.com/article/2028136/lawmakers-reintroduce-cyberthreat-informationsharing-bill.
html#tk.nl_today
http://rt.com/usa/obama-signs-cyber-security-order-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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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인터넷 보호를 위한

EU

사이버

보안 지침 (안) 발의

□ 개요
○ 집행위원회는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 전체 『사이버보안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의 핵심 조치로서 네트워크와
EU

2013.2.7

EU

정보의 안전(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NIS)

에 관한 지침 (안)을

발의하였다.

□ 배경
○ 사이버보안사고의 폭증 및 대처 미흡
-

사이버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안 사고는 안전을 위태
롭게 할 수 있고

EU

경제에도 거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사고에 있어서 예방과 협력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유럽집행위원회와 개별 회원국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러한 요청들을 다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NI S )에 관한 지침 (안)(Proposal
network

○

(

목적)

and

NIS

inf ormation

security)5)

f or

a

directive

on

의 개요

지침(안)은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와 정보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고(underpinning) 있는 인터넷과 민간부분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5)

Proposal
measures

for
to

a

DIRECTIVE
ensure

a

OF

high

THE

EUROPEAN

common

level

PARLIAMENT
of

Union(2013/0027(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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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내용)

NIS

지침(안)은 사이버보안전략의 핵심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안)은 모든 회원국, 주요 인터넷 제공자, 기간통신망운영자, 에너지, 교통,
금융, 의료(건강) 서비스통신망운영자 모두에게

EU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침(안)은 다음의 주요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

첫째, 모든 회원국은

NIS

전략을 수용하여야 하고 국내의

담당기관을 설치하고 충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마련하여

NIS

를 관할하는

NIS

의 위험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
-

둘째, 회원국과 위원회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인프라를 통하여 보안 위험과 침해사고에 대한 조기경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상호 심사(regular

-

를 마련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peer reviews)

셋째, 특정분야(예를 들어 금융, 교통, 에너지, 의료)의 기간전산망 운영자,
정보사회의 주요 서비스 운영자(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넷지불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엔진,
주요 서비스(core

services)

□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

SNS)

와 공공기관은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에서의 보안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NI S )

」 안 의 구성

에 관한 지침

장
제1장 총칙
제2장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에
관한 국내의 기본체제

제3장 소관기관 사이의 협력

(

)

조문
제1조(목적과 범위), 제2조(최소한의 조화), 제3조(개념정의)
제4조(원칙), 제5조(국내의 NIS 전략과 NIS 협력 방안)
제6조(국내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소관기관)
제7조(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
제8조(협력네트워크), 제9조(안전한 정보공유 시스템)
제10조(조기경보), 제11조(통합대응), 제12조(EU NIS 협력계획),
제13조(국제협력)

제4장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제14조(보안요건과 침해사고의 신고), 제15조(이행과 집행)
제16조(표준화)

제5장 종결

제17조(제재), 제18조(위임의 행사), 제19조(위원회의 절차)
제20조(심사), 제21조(전환), 제22조(발효), 제23조(수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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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http://eeas.europa.eu/policies/eu-cyber-security/cybsec_directive_en.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94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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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4

-

연방의회, 언론사의 전송권을 허용하는 소위 ‘구글법’(Lex

Google)

저작권법 의결(2013.3.1)

□ 개관
○ 연방의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언론사의 기사가 링크될 때

Google

등

검색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언론사의 저작
인접권

6)

도입을 위한 법률안 을 의결하였다(2013.3.1).
7)

○ 이 법률이 발효되면 신문사 등의 기사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이용료를 지불
해야 함으로 검색엔진 사이트나 기사정리사이트, 블로그 등은 이용료의 지불
없이는 기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인터넷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입법 추진 경과
○ 배경
-

독일연방신문사협회(BDZV )는
8)

2009.3.7

자신들의 언론출판물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 경과
-

기독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는 제3차 저작권법 개정안에 언론사의 언론출판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2012.3.5).

-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2012.6.14).

-

독일 정부는 법무부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결정하였다(2012.8.29).

7)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제7차 저작권법 개정안(BD Drucksache 17/11470, 14.11.2012).

8)

Bundesverband

6)

Deutscher Zeitungsverleger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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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법사위원회는 기사의 아주 적은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약
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권고하여

9)

-

160

자 정도)

이것이 수용되었다(2013.2.27).

연방의회는 동 법률안을 의결하였다(2013.3.1).

□ 법률안의 도입 목적
○ 이 법률안은 온라인상에서 언론사가 다른 저작물 중개자

,

즉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보다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온라인상에서
언론출판물의 보호를 위하여 언론출판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도입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
○ 법률안의 규정 체계
-

이 법률안은 ‘언론출판사의 보호’ 라는 새로운 장 아래 언론출판사의 일반규정
제87f조),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의 양도가능성, 존속기간 및 제한(제87g조),

(

저작자의 보상 참여(제87h조) 등

3

개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 언론출판사의 일반규정
-

언론출판물의 제작자는 언론출판물이나 이의 일부를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만, 언론출판물의
몇몇 단어나 짧은 문장(예를 들어 기사의 헤드라인 등)이 다루어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언론출판물이 기업에서 제작되는 경우 기업체의 소유자가 제작자로
된다(제87f조 제1항).

․ 저작인접권자의 의의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자는 언론출판물의 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조직적·기술적 급부를 제공하는 자이며 또한 인터넷과 같은
(

)

디지털 세계에서 제3자에 의해서 언론출판물이 상업적으로 손쉽게 이용되
9)

BD Drucksache 17/12534, 27.0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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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손해를 입는 자를 말한다.

․ 저작인접권의 인정범위
(

)

이 법률안은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언론출판물의

공중접근권( 저작권법 제19a조;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권’에 해당)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온라인상 복제행위나 그 밖의 독자적인 이용행위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

언론출판물이란 저널리스트의 기고를 편집을 거쳐 기술적으로 확정한 것을
말하며, 특정 매체에 특정한 제호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저널리스트의 기고는 특히 기사와 도화를 말하며, 이들은 정보
전달이나 의사형성 또는 엔터테인먼트에 기여해야 한다(제87f조 제2항).

․ 언론출판물의
(

범위) 언론출판물은 오프라인, 온라인, 양자의 혼합이든 그

출판의 방식은 상관없지만,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저널리스트의
기고여야 한다. 따라서 저널리스트의 기고가 편집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사를 수집한 것은 이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양도가능성

,

-

(

존속기간 및 제한

양도가능성)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은 인격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인접권은 용익권의 부여( 저작권법 제32조)와
용익권의 계속효( 저작권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제87g조제1항
제2문) 언론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87g조 제1항).
-

(

존속기간) 언론출판물의 발간 후

년이 지나면 이 저작인접권의 효력이 상실

1

된다(제87g조 제2항).
-

(

저작인접권의 제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이나

저

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보호대상이 자신의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자나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 불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법제87g조 제3항).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검색엔진제공자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한, 언론출판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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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접근할 수 있다. 그 밖의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 모두 준용된다( 저작권법
제87g조 제4항).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언론출판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보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블로거가 명예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위해 활동하고 이를
위해서 언론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에 유익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보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저작자의 보상 참여
-

저작자는 적절한 보상에 참가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87h조). 즉 이 법률안은
저작자가 보상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도 고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참여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들
○ 상원의 권고 내용
-

상원은 언론사의 서비스가 인터넷상에서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고 인터넷
상에서 공정한 이익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언론사와 검색엔진
운영자 사이에 공정한 이익의 균형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의 도입보다는
우선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 내에서 언론사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
인지가 향후 입법 절차에서 더 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치권의 입장
-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당과 자민당은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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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모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에 반대하
였다. 사회민주당은 저작인접권이 정보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
하고, 녹색당은 법률안이 후진적이며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비
판하며, 좌익당은 정보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검색엔진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인터넷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학계의 입장
-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 저작권 전문 법률 저널

GRUR,

다수의 저명한

저작권법학자 등은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법률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도 포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물론 이 경우 링크된 텍스트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어야 한다.

· 만일 독일 언론사의 생성물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인터넷상
에서 독일 언론사의 생성물은 쉽게 발견될 수 없을 것이므로 글을 기고한
자나 언론사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손해의 피해자는 독일 경제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언론사와 검색엔진 운영자는 공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검색서비스는 검색
도구를 통하여 언론사의 생성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언론사
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고 한다.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어느 한쪽만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협력으로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

입법자는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쉽지 않아 결국 시간이 흐른 후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검색엔진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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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저작
인접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 온라인 입법청원의 무산 및
-

G oogle

의 대응

10)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을 반대하는 온라인 입법청원이 제기되었으나
입법청원의 정족수인

50,000

명을 넘지 못하여

2012.10.12

입법청원이 좌절

되었다.
-

검색사이트 운영자인 독일
DeinNetz)11)

를 통하여

“

Google

은

2012.11.27

자사 웹사이트(google.de/

당신의 인터넷을 변호하며”라는 기치아래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참조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14/1711470.pdf
http://www.bundesrat.de/cln_236/SharedDocs/Drucksachen/2012/0501-600/514-1-12,templateId%
3Draw,property%3DpublicationFile.pdf/514-1-12.pdf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125/1712534.pdf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Lex-Google-Bundestag-beschliesst-neues-Leistungsschut
zrecht-1814656.html

10)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Google-beginnt-Kampagne-gegen-Leistungsschutzrecht-1757108.html
11) https://www.google.de/campaigns/deinnetz/?utm_source=google&utm_medium=hpp&utm_campaign=11272012deinn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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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1

獨

연방대법원, 파일호스터(Host

는 검색어 필터링이나 외부

Provider)

링크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 개관
○ 연방대법원은

2013.2.4

12)

(2013.2.4)

파일호스팅서비스의 검색어 필터링 및 링크모음 사이트

에서 타인의 권리(특히 저작권)를 침해하는 링크를 점검하여 해당 파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것은 파일호스팅서비스

13)

운영자에게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방해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사실관계
○ 피고인 라피드쉐어

(Rapidshare)14)

는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후에 이를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운로드 주소를 모아서 목록으로 정리한 와레즈 사이트 가 등장하여 제3자가
15)

라피드쉐어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인 아타리(Atari)

16)

가 판매하고 있는

'Alone in the dark'

라는 컴퓨터 게임을 라피드쉐어의 이용자가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 다운로드
주소를 와레즈 사이트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이 게임을 다운로드 하게 되었는바,
이에 아타리(Atari)는 라피드쉐어의 이러한 서비스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라피드쉐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2) BGH, Urteil
13)

14)
15)

16)

vom 13.07.2012

-

Ⅰ

ZR 18/11

파일호스팅서비스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상에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후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주소를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를 말하며 이의 운영자를
파일호스터라고 한다. 다른 명칭으로는 Sharehoster, One Click Hoster, Cyberlocker가 사용되고 있다. 파
일호스팅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웹하드 서비스와 유사하나 다운로드주소를 제공하여 이 주소를 아는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용자들에게 파일저장공간을 제공하는 파일호스터, http://www.rapidshare.com
와레즈(영어: warez 웨어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사진 등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
으로 취득, 양도, 교환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속어이다.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회사, http://www.at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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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 판결 방해자 책임 인정
(

-

)

지방법원에 의하면 라피드쉐어는 텔레미디어법(TMG) 제10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가 점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방해자책임(St
tung)17)

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ö

rerhaf

18)19)

○ 고등법원 판결 방해자 책임 부정
(

-

)

고등법원은 라피드쉐어의 사업모델이 업로드된 위법한 콘텐츠의 이용에 기
반하고 있지 않다면, 점검의무를 이유로 전체의 사업모델이 문제될 수 없다고
하면서 라피드쉐어의 방해자 책임을 부정하였다.

20)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대법원은 라피드쉐어의 방해자책임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 직접 행위자의 책임 부정
-

우선 연방대법원은 라피드쉐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직접 업로드
하여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행위자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피드쉐어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이용자가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파일을 제공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직접 행위자 책임을 부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7)

ö

방해자책임(St rerhaftung)은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와는 달리 권리의 침해에 직접 행위자로서 또는 방조자
로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의욕적으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그 침해에 기여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독일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인정한 민사책임의 한 유형임. 주로 ISP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다.

18) LG
19)

ü

D

sseldorf, 24.03.2010

-

12

O 40/09.

중 타인의 정보를 저장하여 보관하는 서비스제공자인 파일호스팅서비스제공자(Host Provider)의 책임에
대해서는
텔레미디어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타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제공
자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첫째,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한 행위나 정
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사례에서 위법 행위나 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둘째, 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즉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이에 대
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경우이다.

「

ISP

20) OLG

ü

D

」

sseldorf, 21.12.2010

–

20 U

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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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자의 책임 부정
-

,

방해자 책임 인정

라피드쉐어에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자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라피드쉐어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방해자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점검의무 부정
-

라피드쉐어가 비록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서버에 저장
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업모델이 단순히 법질서로부터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라피드쉐어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 저작권 침해 인식시 점검 및 행위의무 존재
-

라피드쉐어가 저작권을 침해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그에게
점검 및 행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 라피드쉐어가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를 인식한 즉시 이를 차단하거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기대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장래에 이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라피드쉐어에게 ‘기대가능한 경우’로 소위 '검색어필터링'를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특정한 요건 아래 와레즈 사이트의 링크모음도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라피드쉐어가 링크모음 사이트의 운영자는 아니지만, 문제가 된 컴
퓨터 게임을 자신의 서버에서 삭제할 수 있으므로 특정된 데이터를 링크모
음 사이트에서 점검하는 것은 파일호스터에게 기대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평가
○ 감시
(

및 조사의무 부담 부정)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

2000/31/EC

제15조 제1항과 이를 독일법으로 전환한 텔리미디어법(TMG) 제7조 제2항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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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호스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
들이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서버에서 위법한 행위를 암
시하는 상황들을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번 연방대법원도 이 판결문에서 파일호스팅서비스제공자도 이러한 일
반적인 감시 및 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구체화시킨 점검의무들이 이러한 규정들이 예정하고 있는 법률
상의 금지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고 있지 않다. 검색어 필터
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저장된 정보를 감시할 의무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외부의 링크모음들을 통제할 의무는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
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유럽연합법과 일치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1)

※ 참조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Datum
=Aktuell&Sort=12288&nr=63067&pos=6&anz=585
http://www.internet-law.de/2013/02/bgh-rapidshare-muss-wortfilter-einsetzen-und-externe-linksam
mlungen-uberprufen.html

21)

즉 동 판결에서 인정한 호스트서비스제공자의 검색어 필터를 설치 및 점검의무는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
(2000/31/EC) 제15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일반적 감시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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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

(NI S )

」안

에 관한 지침

(

)

내용

○ 목적과 범위(제1조)
- 이 지침의 목적은 EU 내에서 공동의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NIS)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동조 제1항).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본 지침은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고 취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동조 제2항).
위험이란 보안에 잠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나 사건을 말하며, 사고란 실제로
보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말한다(제3조 제3항).
- 이 지침의 통일적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국 사이에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사고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과 대응방법을 강구한다(제2조 제2항 (b)).
-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에게 필요한 보안 요건을 규정한다(제2조제3항).
- 여기서 시장운영자란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와 에너지, 운송, 은행, 주식거래, 의료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 인프라 운영자를 말한다(제3조제8항).
○ 원칙(제4조)
- 회원국은 자국 내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이 지침에 맞게 높여야 한다.
○ 국내의 NIS 전략과 NIS 협력 방안(제5조)
- 회원국은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전략의
대상과 구체적인 정책 및 규제조치들을 규정하는 국내의 NIS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국내의
NIS 전략은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하여야 한다(제1항).
․ 최근의 보안 위험과 사고 분석을 토대로 한 전략의 대상과 우선사항의 결정.
․ 전략의 대상과 우선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의 기본틀과 관리단체 및 기타 관련 단체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정의.
․ 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일반조치들을 명확히 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이의 협력 메카니즘도
명확히 해야 함.
․ 교육, 인식 제고, 훈련 프로그램의 가능성.
․ 연구 개발 계획과 이러한 기술을 우선사항에 반영할 방법의 기술.
- 국내의 NIS 전략에는 적어도 다음의 요건들을 준수하는 국내의 NIS 협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 위험을 확인하고 잠재적 사고의 충격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 평가 계획.
․ 이 계획의 이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부문들의 역할과 책임의 정의.
․ 예방, 보호, 대응, 수리 및 복구하는 협력 및 통지 과정의 정의와 경고단계에 따라서 전환되는
협력 및 통지 과정의 정의.
․ NIS 협력 계획을 보강하고, 입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NIS 연습과 훈련을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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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NIS 전략과 NIS 협력 계획은 이의 채택 후 한 달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3항).

○ 국내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 소관 기관(제6조)
- 회원국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국내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기관)을 임명
하여야 한다(제1항).
- 소관기관은 국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 소관기관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직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이 지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협력네트
워크(제8조)를 통하여 소관기관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3항).
- 회원국은 소관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시장사업자(제14조 제2항)로부터 사고의 신고를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에 언급한 이행권한 및 집행권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 소관기관은 언제든 가능하면 국내의 법집행기관과 개인정보보호기관과 상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제5항).
- 회원국은 소관기관의 임명, 이의 직무, 그리고 이후의 변경에 대해서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회원국은 소관기관의 임명을 공중에 알려야 한다(제6항).
○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제7조)
- 회원국은 사고와 위험을 책임지고 다룰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팀은 관할 기관 내에 둘 수 있다(제1항).
- 대응팀은 자신들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충분하게
보유하여야 한다(제2항).
- 회원국은 대응팀이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는 통신과 정보 인프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정보 공유 시스템(제9조에)과 호환이 될 수 있고 상호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제3항).
- 회원국은 대응팀의 사고를 다루는 과정, 자원, 권한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제4항).
- 대응팀은 소관기관의 감독하에 활동하고, 소관기관은 대응팀의 자원이 충분한지, 이들의
권한과 이들이 보안사고를 다루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제5항).
○ 소관기관들의 협력(제8조)
- 소관기관과 위원회는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사고에 대응하기 위
해서 서로 협력할 네트워크(이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제1항).
- 협력네트워크는 위원회와 소관기관 사이에 항상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력 네트
워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청’(ENISA)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조언을
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원조하여야 한다.(제2항)
- 협력 네트워크 내에서 소관기관이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3항).
․ 위험과 사고에 대한 조기경보의 발동(제10조)
․ 통합 대응의 보장(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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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웹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조기경보와 통합 대응에 관한 기본적인 비밀이 아닌 정보의
규칙적인 공개
․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회원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5조에서 언급
하고 있는 국내의 NIS 전략과 국내의 NIS 협력 계획을 함께 토론하고 평가하는 것.
․ 한 개 회원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특히 NIS가 EU 차원에서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응팀의 효과를 함께 논의하고 평가하는 것.
․ 유로폴(Europol) 산하의 유럽사이버범죄대응센터(EC3) 및 다른 유럽 기구들(예를 들어 특히
개인정보보호, 에너지, 교통, 금융, 주식거래 및 건강(의료) 분야)과 협력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정보의 교환.
․ 회원국과 위원회 사이의 정보와 최신의 실무의 교환 그리고 NIS에 관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상호 원조.
․ 능력과 준비상태에 관한 규칙적인 전문가 심사.
․ EU 차원에서의 NIS 연습 및 적절하게 국제 NIS 연습에 참가.
- 위원회는 소관기관과 위원회 사이의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원칙을 이행
법규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제4항).
○ 안전한 정보 공유 시스템(제9조)
- 협력네트워크 내에서의 민감 정보 및 비밀 정보의 교환은 안전한 인프라(기반시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제1항).
- 위원회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위임법규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제2항).
․ 첫째, 국내 차원에서 협력네트워크의 안전한 인프라와 양립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는 통신과 정보 인프라의 가용성.
․ 둘째, 충분한 기술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존재와 소관기관과 대응팀이 안전한 정보 공유
시스템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안전하게 참여하게 하는 과정.
- 위원회는 회원국이 안전한 인프라에 접근하는 결정여부를 이행법규를 통하여 채택해야 한다
(제3항).
○ 조기경보(제10조)
- 소관기관 또는 위원회는 협력네트워크 내에서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과 사고에 대해서 조기경보를 하여야 한다(제1항).
․ 첫째, 위험과 사고의 규모가 신속하게 커지고 있거나 커질 수 있는 경우.
․ 둘째, 위험과 사고가 국내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 경우.
․ 셋째, 위험과 사고가 한 회원국 이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
- 소관기관과 위원회는 위험과 사고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조기경보시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제2항).
- 위원회는 회원국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자신의 주도로 회원국이 구체적인 위험 또는 사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
- 조기경보를 하게 되는 위험과 사고는 범죄의 혐의를 가지는 경우 소관기관 또는 위원회는 Europol
산하의 유럽사이버범죄대응센터(EC3)에 알려야 한다(제4항).
- 위원회는 제1항의 조기경보를 해야 하는 위험과 사고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위임법규로 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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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다. 이러한 위임법규를 제정할 권한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제5항).

○ 통합적 대응(제11조)
- 소관기관은 조기경보를 발령한 이후 관련 정보를 평가한 후 EU의 NIS 협력 계획에 따른 통합적
대응(제12조)에 응해야 한다(제1항).
- 통합 대응의 결과 국내 차원에서 수행한 다양한 조치들은 협력 네트워크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2항).
○ EU의 NIS 협력 계획(제12조)
- 위원회는 이행 법규를 통해서 EU의 NIS 협력 계획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제1항).
- EU의 NIS 협력 계획에 규정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제2항).
․ 조기경보를 위하여 소관기관이 수집하고 공유하는 위험과 사고에 관한 정보를 호환이 가능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식과 절차의 정의. 협력 네트워크에 의해서 위험과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의 정의.
․ 통합 대응에 수반되는 과정,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와 협력절차.
․ EU의 NIS 협력 계획을 보강하고, 입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NIS 연습과 훈련을 위한 로드맵
․ 역량강화 및 요원학습(peer learning)과 관련하여 회원국 사이의 지식전달 프로그램
․ 회원국 내에서의 인식 고양과 훈련 프로그램
- EU의 NIS 협력 계획은 이 지침의 발효 후 일 년 이내에 채택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제3항).
○ 국제 협력(제13조)
- EU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협력 네트워크의 몇몇 활동에 참여
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EU는 협력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인 국제적 협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약은 협력 네트워크로 야기되는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
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보안 요건과 사고의 신고(제14조)
-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market operator)는 자신들이 통제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되는 네트
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에 가해지는 위험을 관리할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술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이들 조치들은 발생한 위험에 적절한 보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당 조치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핵심 분야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사고의 충격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한다(제1항).
-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의 보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제2항).
- 이러한 요건들은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장운영자들에게 적용된다(제3항).
- 소관기관은 사고의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중에 알릴 수
있고 또는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가 이것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소관
기관은 자신들이 행한 조치와 받은 신고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협력네트워크에 제공해야 한다(제4항).
- 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고의 정황에 관한 위임법규를 채택할
권한이 있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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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채택된 위임법규를 통하여 소관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가 신고해야 할 사고의 정황에 관하여 지시할 수도 있다(제6항).
- 위원회는 이행법규를 통하여 보안사고의 신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정할 권한이 있다(제7항).
- 보안위험에 대한 조치와 보안사고의 신고에 관한 규정은 ‘중소규모 기업에 관한 위원회의 2003년
5월 6일 위원회 권고 2003.361/EC’에 규정되어 있는 초소규모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8항).
○ 이행과 집행(제15조)
- 회원국은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 또는 시장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소관기관에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제1항).
- 소관기관은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에게 다음의 두 가지 행위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첫째,
문서화된 보안 정책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 인증된 독립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안감사를 받게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제2항).
- 회원국은 소관기관이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3항).
- 사고가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범죄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소관기관은 이를 법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제4항).
- 소관기관은 신고할 사고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제5항).
- 이 장에서 공공기관과 시장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제6항).
○ 표준화(제16조)
- 보안위험에 대한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은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에 관련된
표준화와 설명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1항).
- 위원회는 이행법규를 통해서 이러한 표준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EU의 공식
기관지에 공개되어야 한다(제2항).
○ 제재(제17조)
-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해서 채택된 국내의 규정들의 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
이며 제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 규정들을 적어도 이 지침의 전환 기일까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이후 수정을 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항)
- 회원국은 보안사고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견된 제재가 EU개인정보보호규칙22)의
제재 규정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 위임의 행사(제18조)
- 위원회는 이 조문에 규정된 위임법규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제1항).

22)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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